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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골 염은 가장 흔한  질환으로 체 근골격계 질환 

에서 골다공증 못지 않게 흔하며, 65세 이상의 과반수와 75세 

이상의 80%가 골 염 환자이다. 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환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1,2).

    재까지 골 염의 치료목 은 의 구조  손상을 회

복시켜주는 방향이 아니고 증상완화에 을 맞추어 통증을 

이고, 질병의 진행을 지연, 기능과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데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 골 염의 병인에 한 연구가 깊어짐

에 따라 병의 진행 자체를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고, 연골 손

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6,25). 

    골 염의 병태생리는 한의학에서 筋骨, 肌肉, 肢體  

 등에 疼痛, 重着, 麻木, 關節腫脹, 屈伸不利, 發赤  熱感 등

의 증상을 발생하는 痺病證의 범주에서 이해되었으며, 치료에 있

어서도 痺證의 치료방법을 주로 활용해 왔다1). 

    본 실험의 선행 연구에서 진교· 령선·하고  복합방(GCP)

은 청열, 거풍습의 효능을 가진 痺證에 활용될수 있는 약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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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골 염 치료 처방에서 다용되는 약물들이다
4,5)

. 실험

으로도 흰쥐의 MIA 유발 골 염의 병리발생에서 연골의 변성

을 막음으로써 골 염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

고10)
, 진교, 령선, 하고 는 개별 으로 뇌수도  회백질에서 

NOS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11-16)

. 이에 자는 

GCP 복합방의 임상  활용도를 높이기 해 통증 달과정에 

한 제어효과가 있는지를 추신경내 NOS, C-fos, serotonin, 

substance P를 측정하여 확인하 다.

재료  방법

1. 실험동물

    체  180 g 내외의 숫컷 Sprague-Dawley Rat(샘타코, 한국)

를 구입하여 온도 23±1℃, 습도 55±5%로 조정된 항온항습사육

장치( 종기기상사, 한국)내에서 1주일간 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한다.  실험기간동안 사료(제일제당, 한국)와 음수는 자유 

섭취  한다.

2. 골 염 통증 모델의 작성

    골 염 통증 모델은 Janusz 등의 방법36)에 하여 유발하

다. 실험개시일에 monosodium iodoacetate(MIA)을 주사용 

saline에 10 mg/ml 농도로 용해하여 양측 슬 강내로 각각 

0.05 ml을 주입하여 골 염 통증 모델을 작성하 다.

3. 검액의 제조

    실험에 사용한 복합방(GCP)은 진교, 령선  하고 로 구

성하 으며 약재는 세명 학교 한방병원에서 구입한 후 엄선하

여 사용하 다.  GCP처방의 내용과 분량은 Table 1과 같다. 

    GCP 4첩 분량(240 g)을 2000 ml의 증류수에 1시간 동안 침

지 시킨 후, 2시간 30분간 탕하 다. 탕액을 원심하여 침천

된 성분을 제거한 후 감압농축기(EYELA, NE-1001, Japan)로 100 

ml로 농축시켰다. 이 농축액 1 ml을 흰쥐 마리 당 1일 투여량으

로 하 다. 이 용량은 체  비례로 환산하여 60 kg 성인의 1일 

복용량에 5배에 해당되는 용량이다.

Table 1. Prescription of GCP-Tang Per Pack

Name of Herbs Weight(g)

진교 20

령선 20

하고 20

Total 60

4. 실험군의 분류

    실험개시일에 체 을 측정하여 각 군당 체 이 고르게 8마

리씩을 배정한 후 아래와 같은 처치를 하 다.

  - 정상군(Noraml Group) : Saline 0.05 ml을 양측 슬  강

내에 주사하고 20일간 1일 1회 증류수 1 ml 을 경구투여한 음

성 조군. 

  - 조군(Control Group) : MIA 0.05 ml 을 양측 슬  강내

에 주사하고 20일간 1일 1회 증류수 1 ml 을 경구투여하여 골

염 통증 모델을 작성한 양성 조군.

  - GCP군(GCP Treated Group) : MIA 0.05 ml 을 양측 슬  

강내에 주사하고 20일간 1일 1회 GCP 농축액 1 ml 경구투여한 

처치군. 

5. 검사 항목  방법

 1) 표본의 처리 

    실험 종료일에 모든 개체를 ether로 가볍게 마취시킨 상태에

서 을 심장을 통해서 채 하고 0.05 M PBS(pH 7.5)로 심장

을 통해서 5분간 류하 다. 이어서 4% paraformaldehyde 용액

으로 10분간 류 고정하고 슬 , 뇌  척수를 출하 다. 

    뇌  척수는 동일한 고정액에서 4℃에서 24시간 후고정 하

다. 후고정된 뇌  척수를 15% sucrose 용액에 1일간, 30% 

sucrose 용액에 2일간 침지시켜 냉동 손상을 방하고 뇌  제

3-5천수 분 을 30 ㎛ 두께의 냉동연속 편을 제작하 다.

 2) 골 염의 육안  조직학  확인 

    출된 우측 슬 을 10% 성포르마린용액으로 24시간 

재고정한 후 경골의 연골 표면이 노출되도록 깨끗이 정리하

여 사진촬 하여 육안 으로 골 염의 발생을 확인하 다. 

    좌측 슬 은 20% 개미산 용액에 3일간 침지하여 탈회시

킨 후 일반 인 조직처리과정을 거쳐 슬  단면을 라핀 

포매하 다. 라핀 포매 조직을 5 ㎛ 두께의 박 편을 만든 후 

Hematoxylin & Eosin 염색하여 학 미경으로 골 염의 발

생을 확인하 다.

 3) NADPH-d 조직화학

    추신경내에서 nitric oxide synthase(NOS) 발 을 확인하

기 하여 NADPH-d 조직화학을 자유부유법(free floating 

technique)으로 실시하 다. 냉동 편조직을 0.05 M PBS(pH 

7.5)로 5분씩 3회 세척하고 0.1% β-NADPH, 0.01% nitroblue 

tetrazolium, 0.3% Triton X-100을 0.1 M PB(pH 7.4)에 녹인 반

응 혼합액에 넣어 37℃에서 6시간 반응시켰다. 조직을 PBS로 5

분씩 3회 세척하고 poly-L-lysine이 처리된 슬라이드에 부착시켜 

건조시키고 투명화 과정을 거쳐 synthetic mountant(Shandon 

Inc., USA)로 입하고 학 미경으로 NADPH-d 양성세포수

를 계수하 다.

    척수에서는 심 주 회백질(gray matter around central 

canal)  천층후각(superficial dorsal horn)에서, 뇌에서는 배

측솔기핵(dorsal raphe nucleus)  배외측 심 주 회백질

(dorsolateral periaqueductal gray matter)에서, 시상하부에서는 

뇌실주 시상하부핵(periventricular hypothalamic nucleus)에서 

NADPH-d에 양성으로 염색되는 세포수를 계수하 다.

 4) C-fos, Serotonin  Substance P 면역조직화학

    조직 편을 0.05M PBS(pH 7.5)로 5분씩 3회 세척하고 1% 

H2O2 용액에 30분간 처리하여 내인성 과산화 반응을 억제한 후 

ABC kit(Vector Lab., USA)를 이용하여 C-fos, serotonin  

substance P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실시하 다.

    비특이 반응을 억제하기 해서 조직 편을 일차항체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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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 동물의 정상 청(3% normal serum)으로 30분간 반응시킨 

후 가볍게 세척하고 일차 항체를 도포하여 4℃에서 24시간 반응

시켰다. 일차항체로 사용된 rabbit polyclonal anti-C-fos(Santa 

Cruz Biotechnology INC., USA)는 1:500배, rabbit polyclonal 

anti-serotonin(Oncogene Research Product, UK)는 1:10,000배, 

rat monoclonal anti-substance P(BD Biosciences, USA)는 1:500

배로 각각 희석하여 사용하 다.

    일차 항체 반응 후 biotin이 부착된 anti-rabbit IgG 는 

anti-rat- IgG를 일차항체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ABC reagent를 1시간 반응시켰다. 각 반응 사이에는 

0.05 M PBS butter(pH 7.5)로 10분씩 3회 세척하 다. 반응이 종

료된 편을 DAB(Roche, Germany)로 5분간 발색시키고 

hematoxylin으로 조염색하여 학 미경으로 찰하 다.

    C-fos 양성세포수는 척수의 천층후각(superficial dorsal 

horn)  심층후각(deep dorsal horn)에서, 뇌의 배측 심 주

회백질(dorsal periaqueductal gray matter)  복측 심 주

회백질(ventral periaqueductal gray matter)에서, 뇌의 치상회

(dentate gyrus)  뇌실강주 시상핵(paraventricular thalamic 

nucleus)에서 각각 계수하 다.

    Serotonin 양성세포수는 뇌의 배측솔기핵(dorsal raphe 

nucleus)  정 솔기핵(median raphe nucleus)에서 각각 계

수하 다.

    Substance-P 양성 반응은 척수 리사우어로(Lissaur's tract) 

 천층후각에 분포된 신경종말에 미세한 갈색의 과립상 형태로 

나타나 칼라 상분석기(Media Cybernetics, Image-Pro Plus, 

USA)를 이용하여 양성 반응의 강도를 측정하 다. 척수의 리라

수어로  천층후각에서 substance-P에 염색된 부 의 선 투과

도를 측정하고, 정상군에서 측정된 투과도의 평균을 100%로 기

하여 조군과 처치군의 투과도를 환산하여 양성반응의 정도

를 표시하 다.

6. 통계처리

    측정된 항목의 결과에 한 통계는 SPSS(SPSS 10.0 for 

Windows, USA)를 이용하여 student's t-test를 실시하여 검

증하 다.

결    과

1. MIA로 유발된 골 염의 육안  조직학  소견

    육안 소견에서 정상군의 경골 연골은 매끈한 상태를 유

지하 으나, 조군의 경골 연골은 연골의 심부를 심으

로 색조가 변색되어 있었으며 반 으로 거칠은 상태를 보 다. 

부 에 따라서는 연골이 깊게 함몰되어 있었다(Fig. 1-1).

    조직학  소견에서 정상 연골은 연골세포의 성숙  배

열이 잘 이루어져 있었다(Fig. 1-2). 조군의 연골조직은 부분

이 변성되어 연골세포의 구조가 상실되거나 연골소강이 확장되

어 찰되었으며, 많은 부 에서 변성된 연골 조직간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다(Fig. 1-3). 

Fig. 1. Gross structure of normal and MIA-induced osteoarthric 

joints(1): Degeneration (arrows) and destruction(arrow head) of articular 
cartilage of tibia are shown. Compare the surface of cartilage than those of 

normal tibia. Histological structure of normal joint(2): Note developed articular 

cartilage of femur(Fe) and tibia(Ti). Histological structure of MIA-induced 

osteoarthric joint(3): Note degeneration and necrosis of articular cartilage of 

femur(Fe) and tibia(Ti), and desquamation of degenerative cartilage(arrow heads). 

* ; joint cavity. HE stain, bar=30 ㎛. 

2. NADPH-d 양성 세포수의 변화 

    NADPH-d 양성 세포수는 Table 2와 같다.

    척수 심 주 회백질에서의 NADPH-d 양성세포수는 정상군

에 비해서 조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으며, 처치군은 조군

에 비해서 감소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척수 천층후각에서의 양

성세포수는 정상군에 비해서 조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으며, 

처치군은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Fig. 2-4 & 2-5).

    뇌 배측솔기핵에서의 NADPH-d 양성세포수는 정상군에 

비해서 조군  처치군에서 증가되었으나 모든 군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배외측 심 주 회백질에서의 양성세포수

는 정상군에 비해서 조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으며, 처치

군은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Fig. 2-6 & 2-7).

    뇌실주 시상하부핵에서의 NADPH-d 양성세포수는 정상군

에 비해서 조군은 증가되었으며, 처치군은 감소되었으나 모든 

군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Table 2. Effects of GCP Treatment on the Number of NADPH-d  

positive Neurons in Central Nerve System of Monosodium 

Idoacetate(MIA)-induced Osteoarthritic Pain in Rats

Group

Spinal Cord Mid Brain Hypothalamus

Around
Central 
Canal

Superficial 
Dorsal 
Horn

Dorsal 
Raphe 
Nucleus

Dorsolateral 
PAG 

Periventricular 
Nucleus

Normal
(n=8)

5±2
a)

20±4 51±19 106±12 27±11

Control
(n=8)

7±1* 33±5*** 63±29 143±14*** 31±6

Treated
(n=8)

7±2 21±5### 44±19 111±16## 29±8

a) : data expressed as Mean±S.D. PAG ; periaqueductal gray matter, Normal : saline 
injected and treated with saline, Control : MIA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Treated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GCP,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p<0.05, ***:p<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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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rophotograph of NADPH-d expression of control group(4): 
Many neurons (arrows) in superficial dorsal horn of spinal cord positively reacted 

with NADPH-d. Microphotograph of NADPH-d expression of GCP treated 

group(5): The numbers of NADPH-d positive neurons(arrows) were decreased in 

superficial dorsal horn of spinal cord. Compare with control group(4).  

Microphotograph of NADPH-d expression of control group(6): Many neurons 
(arrows) in dorsolateral periaqueductal gray matter positively reacted with 

NADPH-d. ad ; cerebral aqueduct. Microphotograph of NADPH-d expression of 

GCP treated group(7): The numbers of NADPH-d positive neurons(arrows) were 
decreased in dorsolateral periaqueductal gray matter. Compare with control 

group(6). ad ; cerebral aqueduct. NADPH-d histochemical stain, bar = 30 ㎛.

3. C-fos 양성 세포수의 변화 

    C-fos 양성 세포수는 Table 3과 같다.

    척수 천층후각에서의 c-fos 양성세포수는 정상군에 비해서 

조군  처치군에서 다소 증가되었으나 모든 군간에 유의성 있

는 차이는 없었다. 척수 심층후각에서는 조군이 정상군에 비해

서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으나, 처치군과 조군간에는 유의성 있

는 차이가 없었다. 뇌 배측  복측 심 주 회백질에서는 

조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모두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 처치군은 

조군에 비해서 배측 심 주 회백질에서는 유의성 있게 감소

되었으며(Fig. 3-8 & 3-9), 복측 심 주 회백질에서는 유의성 있

는 차이는 없었다. 치상회에서는 조군  처치군이 모두 정상군

에 비해서 증가되었으나 모든 군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뇌실주 시상핵에서는 조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

게 증가되었으며, 처치군은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Fig. 3-10 & 3-11).

Table 3. Effects of GCP Treatment on the Number of C-fos positive 

Neurons in Central Nerve System of Monosodium 

Idoacetate(MIA)-induced Osteoarthritic Pain in Rats

Group
Spinal Cord Mid Brain

DG PVN
SDH DDH DPAG VPAG 

Normal(n=8) 17±8a) 24±10 54±23 79±45 65±20 55±23

Control(n=8) 25±10 36±13* 78±13* 130±32* 83±22 88±27*

Treated(n=8) 21±4 29±6 57±16
#

99±41 80±19 60±15
#

a) : data expressed as Mean±S.D. SDH : superfical dorsal horn, DDH : deep dorsal 
horn, DPAG & VPAG ; dorsal & ventral periaqueductal gray matter, DG : dentate 
gyrus, PVN : paraventricular thalamic nucleus. Normal : saline injected and treated 
with saline. Control : MIA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Treated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GCP.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p<0.05).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p<0.05)

Fig. 3. Microphotograph of c-fos expression of control group(8):  
Many neurons (arrows) in dorsal periaqueductal gray matter(inside the lines) 

positively reacted with anti-c-fos. Microphotograph of c-fos expression of treated 

group(9): The numbers of c-fos positive neurons (arrows) in dorsal periaqueductal 

gray matter were decreased. Compare with control group(8). Microphotograph of 

c-fos expression of control group(10): Many neurons (arrows) in paraventricular 

thalamic nucleus(inside the lines) positively reacted with anti-c-fos. Microphotograph 

of c-fos expression of treated group(11): The numbers of c-fos positive neurons 

(arrows) in in paraventricular thalamic nucleus were decreased. Compare with 

control group(10). C-fos immunohistochemisty, ad:cerebral aqueduct. v : third 

ventricle. bar = 100 ㎛.

4. Serotonin 양성 세포수의 변화 

    Serotonin 양성 세포수는 Table 4와 같다.

    뇌 배측솔기핵에서의 serotonin 양성 세포수는 조군  

처치군 모두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으며, 처치군

은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Fig. 4-12 & 4-13). 

    정 솔기핵에서는 조군  처치군 모두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으며, 처치군은 조군에 비해서 감소되었

으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Table 4. Effects of GCP Treatment on the Number of Serotonin  
positive Neurons in Dorsal and Median Raphe nucleus of 
Monosodium Idoacetate(MIA)-induced Osteoarthritic Pain in Rats

Group Dorsal Raphe Nucleus Median Raphe Nucleus

Normal(n=8) 144±44
a)

68±10

Control(n=8) 217±48** 139±34***

Treated(n=8) 171±31*,# 112±16***
a) : data expressed as Mean±S.D. Normal : saline injected and treated with saline. 
Control : MIA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Treated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GCP.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p<0.05, **:p<0.01, 
***:p<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p<0.05)

Fig. 4. Microphotograph of serotonin expression of control 
group(12): Many neurons (arrows) in dorsal raphe nucleus(inside the lines) 
positively reacted with anti-serotonin. Microphotograph of serotonin  expression of 
treated group(13): The numbers of serotonin positive neurons (arrows) in 
dorsal raphe nucleus were decreased. Compare with control group(12). 
Serotonin immunohistochemisty, ad : cerebral aqueduct. bar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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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ubstance-P 양성 반응의 변화 

    리사우어로  천층후각에서의 substance-P 양성반응 정도는 

조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 처치군은 

조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Fig. 5-14 & 5-15, Table 5).

Fig. 5. Microphotograph of substance-P expression of control 

group(14): The superficial layer of dorsal horn(DH) deeply stainted with 
anti-substance-P. Microphotograph of substance-P expression of treated 

group(15): The superficial layer of dorsal horn(DH) deeply stainted with 

anti-substance-P. But the intensity of the staining lesser than control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12). Substance-P immunohisto- chemisty, bar = 30 ㎛.

Table 5. Effects of Gamisoyeoum-Tang Treatment on the Density of 

Substance-P positive Reaction in Lissaur's Tract and Superficial 

Dorsal Horn of Monosodium Idoacetate(MIA)-induced Osteoarthritic 

Pain in Rats

Group Lissaur's Tract and Superficial Dorsal Horn(%)

Normal(n=8) 100±9
a)

Control(n=8) 119±11**

Treated(n=8) 97±7###

a) : data expressed as Mean±S.D. Normal : saline injected and treated with saline, 
Control : MIAinjected and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Treated : MIA injected and treated 
with GCP,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p<0.05, **:p<0.01, 
***:p<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p<0.001)

고    찰

    골 염은 연골을 침범하는 가장 흔한 염으로 65세 이

상 노인의 만성장애 원인  가장 흔한 요인으로, 최근 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노령화에 따라 골 염에 한 

리는 그 요성이  더 확 되고 있다1,2).

    최근에는 골 염의 병인에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골

염은 이제 의 분해활성이 증가됨으로써 연골의 구조  손

상과 기능소실이 발생되는 활성, 진행성 질병과정이란 인식이 보

편화되고 있다7,8)
. 따라서 골 염의 치료목 도 이 의 단순한 

통증조 에서 벗어나 먼 , 만성 손상 후 발생되는 연골의 

손상을 차단하고, 둘째, 정상 인 연골과 의 항상성을 회복

시켜, 염 는 염의 추가 인 질병으로의 진행을 정지

시키고, 셋째, 기존 연골의 손상을 복원해 정상 인 구

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보다 극 인 치료과정으로 변화되고 

있다13,26). 요약하면 약리  요법의 목표는 염증성 통증  신경인

성 통증에 한 직간 인 통증제어에서, 골 염으로 유발되

거나 혹은 골 염을 유발시키는 구조  손상과 변화를 원상태

로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환되고 있다. 

    이와같은 치료목 의 변화는 한의학에서 골 염을 바라보

는 과 유사하다. 각종 염과 근육과 골격에 통증을 나타

내는 질환군을 포함하는 痺病證은 그 원인으로 風寒濕熱의 邪氣

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을 지 하지만, 더 근본 으로는 正氣가 

허약하고 榮衛가 잘 조 되지 않는 등 정상  건강상태의 괴

가 사기의 유입을 래한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치료에 있어

서도 祛風, 散寒, 除濕, 淸熱 등 효능을 가진 처방과 약물들이 

기와 발작기에 선용되는데 이는 염증성 통증에 한 처치와 유

사 이 많다. 祛邪를 목표로 하는 치료법과 함께 좀더 근본  치

료에 근하기 해서 榮衛를 調節하고 氣血을 營養하며 肝腎을 

補益하는 법을 병행하는데 이는 靜止期와 만성화, 고령화된 환자

군에게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1)
. 특히 ‘補肝腎·强筋骨’의 치법

은 내 구조  손상과 변화를 회복시키는 작용에 좀더 근

한 것으로, 이는 근육과 인  등은 肝의 분류에 속하고, 골․

․ 액 등은 腎의 분류에 속하는 오행이론에 근거한 치료법

이다. 한약의 효능  肝과 腎을 補益하는 기능을 가진 약물들이 

모두 련 질환에 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지

만, 强筋骨·舒筋活絡·祛風濕 등의 효능과 함께 肝腎을 補益하는 

효능이 있거나, 肝經과 腎經으로 歸經하는 약물들은 의 구조

 회복에도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수 있다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교, 령선, 하고  복합방은 풍습을 

제거하고 淸熱하는 효능과 함께 국소 순환개선을 통한 진통효과

와 근육, 인  등 결합조직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

는 약물들로, 오래 부터 단일 약물 혹은 복합처방 속에 가미하여 

골 염에 사용되어 왔다. 하고 는 질환 뿐 아니라 각종 질

환에서 기질  변화를 일으킨 경우에 消腫散結의 효능을 해 활

용할수 있고, 령선은 痺病證을 치료하는 약물  風寒濕 外邪를 

치료하는데 要藥으로 분류되는 약물이다. 진교는 외부의 邪氣를 

흩어지게 하는 효능과 함께 을 부드럽고 강하게 補潤해서, 補

肝腎·强筋骨과 유사한 효능을 겸하고 있는 한약제이다4,5). 

    실험  연구에 의하면 진교, 령선, 하고 는 단일 약제로

써 통증 달과 련하여 뇌수도  회백질 역에서 Nitric 

oxide synthase(NOS)를 유의성있게 억제하 고, 연골의 

proteoglycan 변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었다11-16). 진교· 령선·

하고 는 이와같은 실험 결과에 기 하여 진교· 령선·하고

(GCP) 복합방을 이용한 실험이 이어졌는데, GCP 복합방은 흰쥐

의 MIA 유발 골 염의 병리발생에서 연골세포  활막세포의 

IL-1β  COX-2의 분비를 억제시켜 연골의 변성을 막음으로써 

골 염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10). 이는 골 염

에 한 비교  근본  치료목표인 강내 활액  연골세포

의 분해 억제, 합성 진 등에 근 한 결과이다26)
. 

    이에 자는 GCP 복합방의 임상  활용도를 높이기 해, 

이미 확인된 강 내의 병리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와 함께, 

골 염으로 인해 유발된 통증에 한 제어효과 여부를 확인하

고자 본 실험을 진행하 다. 뇌수도  회백질 역의 NOS 감

소 효과가 개별 으로 확인된 진교, 령선, 하고 가 복합방에

서도 유효한지를 추가 실험하 고, 그 외에 말 자극으로부터 

추로의 통증 달 과정에 여하는 C-fos, serotonin, substance-P

의 변화에 해서도 함께 실험하 다. 

    실험방법은 monosodium idoacetate(MIA) 0.5 ㎎을 양측 슬

강내 주입한 조군, MIA 주입과 함께 GCP 농축액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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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구투여한 처치군으로 분류하고 실험종료일에 뇌  척수를 

출하여 NADPH-d 조직화학  C-fos, serotonin  

substance-P에 한 면역조직화학을 실시하 다. 

    MIA 주입 염 모델은 연골 연화를 래하여 간단하고 빠

르게 인간의 퇴행성 염과 유사한 연골의 궤양과 fibrillation, 

활액막 반응 등의 조직학  변화를 유발하는 염 모델이다35)
. 

    NO(nitric oxide)는 추신경계와 말 신경계에서 시냅스간 

신호를 송하는 신경 달자이다. NO는 NOS의 작용을 통해 아미

노산 L-arginine으로부터 형성되며, NOS의 일종인 nNOS(neural 

NOS)는 척수 후각의 표층에 주로 집 되어 있다27,28)
. 실험  연구

에 의하면 말 의 화학  자극이 가해지면 척수에서 NO의 유리

가 증가되고 nNOS 양성반응 신경세포의 수가 요척수 후각에서 

크게 증가한다9,18). 본 연구에서 조군은 척수  배외측 뇌수

도 주 회백질에서 정상군에 비해 NADPH-d 양성세포수가 유

의성 있게 증가되어(Table 2), NO가 MIA 유발 골 염에서의 

통각 달에 여함을 알 수 있었다. 한 척수의 천층후각과 배

외측 뇌수도 주 회백질에서 NADPH-d 양성세포수가 처치군

이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Table 2), 

GCP 투여가 NOS 활성을 감소시켜 통각 달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단된다.

    Fos 단백의 발 이 유도되는 것을 면역조직화학 방법으로 

확인할수 있으며, Fos 단백에 한 면역반응은 말 신경이 활성

화된 후 척수신경세포의 연 을 통한 신경세포의 활동성에 한 

표지자로 오랫동안 이용되었다20,30). 본 연구에서 조군은 척수

의 심층후각, 뇌의 배측  복측 뇌수도 주 회백질, 그리고 

뇌실강주 시상핵에서 정상군에 비해 C-fos 양성세포수가 유의

성 있게 증가되어(Table 3), MIA 유발 골 염에서 이들 부 가 

C-fos의 활성화를 통해 통증 달 경로로 이용되었음을 알수 있

었다. GCP 투여군에서 배측 뇌수도 주 회백질의 C-fos 양성

세포수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는데(Table 3), 이

는 GCP 투여가 척수로를 통한 통증 달과정을 일정부분 억제

한 것으로 보인다.

    Serotonin은 뇌간에서의 통각정보 처리에 있어서 일정 역할

을 하는데, 뇌간에 달된 통각정보는 역조 계(diffuse 

modulatory system)에 달되어 각성반응, 자율신경 반응, 심폐

기능의 변화 외에 뇌간에 있는 내재진통계(endogenous 

analgesic system)를 활성화 시킨다. 내재진통계는 수로주변회백

질(PAG)와 솔기핵(mucleus raphe magnus)을 통해 척수로 연

결되는 축이 요한 역할을 하며 opioid와 serotonin이 달물질

로 생각된다21,31). 쥐의 통증모델에서도 serotonin은 배측솔기핵과 

정 솔기핵에서 통증 달에 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2,33). 본 

연구에서도 조군의 배측  정 솔기핵에서 정상군에 비해 

serotonin 양성세포수가 유의성 있게 증가되어(Table 4), 척수후

각에 달된 통증 정보들이 하행성  간억제 신경세포들의 

활동에 의하여 시냅스 흥분의 달이 조 된 것으로 보인다. 반

면 GCP 처치군에서 뇌 배측솔기핵의 serotonin 양성세포수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 는데, 이는 내재진통계의 활

성화가 억제된 것으로 상부 추로 달되는 통각정보가 조군

에 비해서 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Substance P는 외부의 자극을 척수로 운반하는 일차 구심성 

신경섬유를 자극하 을 때 신경말단에서 분비하여 척수후근 신

경 에서는 20% 정도가 substance P에 한 면역반응성을 보인

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신경섬유들은 척수후근으로 입력되

어 리사우어로(Lissauer tract)를 통해 lamina Ⅰ, Ⅱ에 연 되거

나, 더 깊게는 lamina Ⅴ에서 척수후각신경세포에 연 된다22,23)
. 

    본 연구에서 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리사우어로  천층후

각에서 substance P 양성반응 정도가 유의성 있게 증가되어

(Table 5), MIA 유발 골 염에서 척수를 통한 상행성 통증 달 

경로상 일차 구심신경으로부터 유리되는 신경 달물질로 

substance P가 이용되었음을 확인하 다. 반면 GCP 처치군에서 

substance-P 양성 반응이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되어, 

GCP 복합방은 substance P 활성과 련된 1차 감작경로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fos 발 에 NO가 계 역할을 담당하

고 있고, 아울러 nitric oxide가 척수에서 말 의 유해성 자극을 

척수시상로를 통해 추로 달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

었는데24,34), 본 실험에서도 NOS, C-fos가 조군에서 동일하게 

증가하고, GCP 투여군에서 동일하게 감소하여 같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척수로를 통한 상행성 통증 달 과정에서 

NOS, C-fos가 이용되는 척수시상로의 통증 달 과정이 제어되

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MIA로 유발된 염에 한 치료효과10)

로 국소 통증의 총량  감소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외할수 없

다. 척수후근으로 연결되는 일차 구심성 신경섬유로부터 유리되

는 Substance P가 조군에 비해 유의성있는 감소된 결과를 보

더라도, 강한 통증성 자극에 반응하는 Substance P의 감소는 척

수로로 유입된 통증신호의 강도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하행성 진통작용을 나타내는 Serotonin이 GCP 투여군에서 증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된 것은 척수로를 통해 추로 해지는 

통증의 크기가 조군에 비해 GCP투여군에서 감소하 을 가능

성을 나타내 때문이다. MIA로 유발된 골 염 모델을 통한 실

험으로는 국소 염증성 통증에 한 치료효과와 통증 달 과정에 

한 억제기 을 구별하여 효과를 검증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한 통증모델에서 GCP 복합방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진교․ 령선․하고  복합방 (GCP)이 monosodium 

idoacetate (MIA)로 유발된 흰쥐의 골 염 통증에 미치는 향

을 확인하기 해서 MIA 0.5 ㎎을 양측 슬 강내 주입한 조

군, MIA 주입과 함께 GCP 농축액을 20일간 경구투여한 처치군

으로 분류하고 실험종료일에 뇌  척수를 출하여 NADPH-d 

조직화학  c-fos, serotonin  substance-P에 한 면역조직화

학을 실시하 다.

    NADPH-d 양성세포 수는 척수의 천층후각에서 처치군

(21±5)이 조군(33±5)에 비해서 유의성(p<0.001) 있게 감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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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배외측 심 주 회백질에서는 처치군(111±16)이 조군

(143±14)에 비해서 유의성(p<0.01) 있게 감소되었다.

    C-fos 양성세포 수는 배측 심 주 회백질에서 처치군

(57±16)이 조군(78±13)에 비해서 유의성(p<0.05) 있게 감소되

었고, 뇌실주 시상핵에서는 처치군(60±15)이 조군(88±27)에 

비해서 유의성(p<0.05) 있게 감소되었다.

    Serontonin 양성세포 수는 배측솔기핵에서 처치군(171±31)

이 조군(217±48)에 비해서 유의성(p<0.05) 있게 감소되었다.

    Substance-P 양성 반응(%)은 척수의 Lissaur's tract  천층

후각에서 처치군(97±7)이 조군(119±11)에 비해서 유의성

(p<0.001) 있게 감소되었다.

    이상의 성 을 토 로 할 때 진교․ 령선․하고  복합방

은 MIA로 유도된 흰쥐의 골 염에서 통증의 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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