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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은 체성감각신경계
(somatosensory system)의 병변이나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
으로 다양한 질환이나 병변에 의해 발생되는 증후군이다1). 임상적
으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자발통
(spontaneous pain), 이질통(allodynia), 과통증(hyperalgesia)이 
특징적으로 관찰된다2). 1892년 Mitchell이 처음으로 기술한 이래 
많은 환자들에게서 발견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통
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으나3,4), 아직까지 신경병증성 통증
의 약물 치료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5). 
    일과성 수용체 전압(transient receptor potential, TRP) 이온 
채널은 1997년 Caterina 등이 바닐로이드(vanilloid) 수용체를 보
고한 이후 통증 연구 분야에 있어서 TRP 채널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6). 많은 TRP 이온 채널 중 통증과 관계가 있는 TRP 이
온 채널은 온도자극에 반응하는 이온 채널와 기계적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온 채널로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type 1(TRPV1)과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ankyrin 

1(TRPA1)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7).
    TRPV1은 열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TRP 이온 채널로서 
유해감각수용기의 중요한 신호통합자로서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TRPV1과 함께 감각신경세포에서 공동으로 발현
되는 TRPA1은 냉통증을 담당하는 이온 채널로서 한냉자극에 의해 
발현된다고 알려져있다8,9). 
    황금은 꿀풀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 식물인 황금(黃芩, 
Scutellaria baicalensis)의 주피를 벗긴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서
10), 항염증11), 항세포자연사12), 척수 조직 손상에 대해 항염증 효능
13) 및 운동기능장애 개선 효능14) 등의 연구보고가 있다. 또한, 황금
의 주요 활성 성분인 baicalin은 세포실험에서 TRPV1의 발현을 
하향조정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이에 저자는 황금을 이용한 치료가 온도 수용체 겸 통증 수용
체인 TRP 이온 채널의 조절을 통해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유의
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된 흰쥐
의 이질통에 대한 회피반응 및 뇌 중심 회백질에서 c-fos 발현, 후
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DRG))에서 TRPV1 및 TRPA1 발
현 변화를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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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황금(Scutellariae Radix)은 광명당제약(울
산, 한국)으로부터 표준약재를 구입하여 추출물 제조에 사용하였다.
 2)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으로는 Tissue protein lysis 
buffer(Thermo Fisher Scientific, Massachusetts, USA), 
Protein assay dye reagent, Precision plus dual color 
standards, Acrylamide/Bis solution 30% 29:1, Ammonium 
persulfate, Temed, Tris/Glycine buffer, Tris/Glycine/SDS 
buffer, Goat-anti-mouse, Goat-anti-rabbit, Clarity western 
ECL substrate(Bio-Rad Laboratories, California, USA), 
anti-TRPV1 antibody, anti-TRPA1 antibody(Novus 
Biologicals, Colorado, USA) anti-β-actin antibody(sigma 
aldrich, Missouri, USA), anti-c-Fos antibody(Cell signaling 
Technology, Massachusetts, USA) 등 이며, 실험에 사용된 기기
로는 추출기(Daihan saientific, Korea), 회전식감압농축기(Eyela 
Co., Ltd, Japan), 동결건조기(Ilshin Lab Co., Ltd, Korea), 
Protein 전기영동장치, Transfer장치, ChemiDocTMMP imaging 
system(Bio-Rad Laboratories, California, USA), Precise 
Tactile Sensory Evaluator(Ugo basile, Varese, Italy) 등을 사
용하였다.
 3) 실험동물
    본 실험에 사용한 실험동물은 6주령 Sprague-Dawley(SD)계 
수컷 Rat(170-190g)을 ㈜코아텍(경기도, 한국)으로부터 공급받아 1
주일 동안 순화시킨 후 동물모델 제작에 사용하였다. 실험기간동안 
일정량의 고형사료(200g)와 정수된 물(500 ml)을 섭취시켰으며, 명
암은 12시간 (Day light 08:00~20:00) 주기로, 23±2℃의 실내온도
와 50±10%의 습도를 유지하여 실험종료까지 일정한 사육조건을 
유지시켰다. 모든 실험동물은 동물보호법 13조 및 동국대학교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 심의 (IACUC-2017-007)에 따라 관리하였다.

2. 방법
 1) 황금추출물 제조
    황금추출물은 황금 200g을 물로 95℃에서 3시간 추출하였으
며, 3겹 거어즈 및 와트만 거름종이(Whatman No. 1)로 거른 후 
회전식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하였다. 이를 냉동시킨 후 동결
건조기로 건조하였으며 이때 수율은 35.3%였다. 건조된 황금추출
물은 미세하게 마쇄한 후 일정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였으며, 실
험직전 생리식염수에 일정 농도로 완전 용해시켜 시험약물로 사용
하였다.
 2) 신경병증성 통증 동물모델제작(spared nerve injury(SNI) 
model)
    흰쥐를 isoflurane 2.5 %로 도입, 전신마취 후 우측 고관절 
후측의 피부를 면도하고 절개한 후 biceps femoris muscle 사이
의 sciatic nerve을 찾아 tibial nerve와 common peroneal 

nerve 및 sural nerve를 확인한 후 microforcep으로 주변조직 
및 혈관으로부터 분리시겼다. 이후 sural nerve는 남겨두고, tibial 
nerve 와 common peroneal nerve는 5.0 silk thread로 결찰한 
후 그 말단부를 2 mm 가량 절단하여 제거하였다. 절개된 부위는 
kanamycin을 점적하고 피부를 봉합하였다.
 3) 군 분리
    모두 25마리의 흰쥐는 정상군(N, n=5), SNI 모델 방식으로 신
경병증성 통증을 유발시킨 후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C, n=5),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시킨 후 황금추출물 100㎎/㎏을 경구 투여
한 약물군(SRE(100), n=5),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시킨 후 황금
추출물 300㎎/㎏을 경구투여한 약물군(SRE(300), n=5), 
Tramadol 64 mg/kg을 경구 투여한 양성 대조약물군(Tra, n=5)
으로 나누었다.
 4) Von Frey filament 및 acetone 자극으로 유발된 이질통 측정
    물리적 자극은 von Frey filament를, 화학적(냉각) 자극은 
acetone을 이용하여,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 제작 전(0일째) 이질통
을 측정한 후 수술하였으며, 수술 후 5일째부터 5일 마다 1회씩 기
계적 자극과, 화학적(냉각) 자극에 대한 회피반응(withdrawal 
response)을 관찰하였다.   
  (1) 기계적 이질통 검사
    von Frey filament(Touch test 4.93, north coast medical 
Inc, 영국)를 이용하여 발바닥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한 뒤 발바닥
에서 유발된 회피반응 역치를 측정하였다. 발의 회피반응을 측정하
기 위해서 쥐를 격자가 3㎜ 철망 위에 올려진 투명한 아크릴통(28 
× 28 × 10㎝)에 넣고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 후, 쥐의 순응 여부를 확인하고 철망 격자 
사이로 정량화된 von Frey filament로 환측 발 내측 부위를 자극
하였다. von Frey filaments가 약간 구부러질 정도로 환측 발 내
측 부위를 수초 간격으로 총 5회 자극(2초에 1회의 빈도)에서 3회 
이상 회피반응이 나오는 경우 양성 반응으로 간주하였다. 검사시 
0.02 g에서 60g 사이의 filament를 사용하였으며, 60g을 넘어도 
회피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0.02 g에서 회피 반응을 나타내면 
더 이상의 자극을 가하지 않고 이를 한계치로 하였다.    
  (2) Acetone 자극에 의한 냉 이질통 검사
    환측 발 내측 부위에 5분 간격으로 2ml씩 10회를 자극하여, 
발의 회피반응의 횟수를 얻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4) 약물투여
    약물 투여는 통증 유발 수술 후 6일째부터 시작하여, 실험종료
까지 15일간 매일 1회 경구 투여하였으며, 양성 대조약물로 
Tramadol(64㎎/㎏)을 매일 1회 15일간 경구 투여하였다. 
 5) Western blotting  analysis
  (1) Dorsal Root Ganglia (DRG)
    실험 종료 후 모든 실험동물을 희생시키고 시술 측(우측) 척수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a, DRG)을 적출하여 말초조직의 온
도감수성일시적전위통로(transient receptor protein, TRP)인 
TRPV1과 TRPA1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ting  
analysis를 하였다. 즉, 각 조직에 Tissue protein lysis buffer를 
넣고 마쇄기(homogenazer)를 이용하여 조직액을 분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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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시료로 사용하였
다. 단백질의 양을 Protein assay dye reagent 용액으로 측정하
고, 총 30 ug 단백질을 SDS-PAGE 방법으로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에 transfer하였다. Membrane은 5% 
Skim milk 용액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비특이반응을 제거하
기 위한 blocking을 실시하였고, TRPV1과 TRPA1에 대한 1차 항
체(TRPV1, 1:500, Novus; TRPA1, 1:500, Novus)를 넣고 4℃에
서 하룻밤 반응시켰다. 이를 TBST buffer(Tris-buffered saline 
with 0.1% Tween 20, pH 7.5)로 3회 세척한 후 
HRP-conjugated 2차 항체(Goat-anti-mouse, 1:2000; 
Goat-anti-rabbit, 1:2000)와 상온에서 3시간 반응시켰다. 이를 다
시 TBST buffer로 3회 세척한 후 ChemiDoc™MP imaging 
system을 이용하여 밴드 유무를 관찰하였다.
  (2) Brain(central gray matter)
    실험 종료 후 모든 실험동물을 희생시키고 뇌조직을 적출 후, 
혈액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phosphate buffered saline을 
이용하여 1회 세척 후 Tissue protein lysis buffer를 넣고 마쇄기
를 이용하여 조직을 분쇄하여 14,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하
여 상등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고, 총 20 
ug 단백질을 SDS-PAGE 방법으로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에 transfer하였다. Membrane은 5% Skim milk 용액
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비특이반응을 제거하기 위한 
blocking을 실시하였고, 1차 항체를 (c-fos, 1:500, Cell 
signaling) 넣고 4℃에서 하룻밤 반응시켰다. 이를 TBST buffer 
(Tris-buffered saline with 0.1% Tween 20, pH 7.5)로 3회 세
척한 후 HRP-conjugated 2차 항체 (Goat-anti-mouse, 1:2000; 
Goat-anti-rabbit, 1:2000)와 상온에서 3시간 반응시켰다. 이를 다
시 TBST buffer로 3회 세척한 후 ChemiDocTMMP imaging 
system을 이용하여 밴드 유무를 관찰하였다. 
    각 밴드는 Image J program(NIH, USA)을 이용하여 density
를 측정하여 β-actin 발현에 대한 상대적 비율로 계산하여 3회 반
복실험에 대한 결과를 그래프(Histogram)로 나타내었다.
 6) 통계학적 검정
    모든 실험결과는 최소 3회 반복실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mean±SD)로 나타내었으며, 통계학적 유의성은 GraphPad Prism 
5.0 분석프로그램(GraphPad Software, CA, USA)을 이용하여 
two-way ANOVA(Bonferroni post hoc multiple comparison 
tests) and one-way ANOVA(Tukey's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여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유의성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Von Frey filament에 의한 기계적 이질통에 미치는 효과
    황금추출물의 경구투여가 tibial & common peroneal nerve
의 말단부를 제거하여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한 흰쥐의 von Frey 
filament 자극으로 유발된 기계적 이질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관
찰한 결과, 대조군의 회피반응 역치는 5일째 8.60±3.97g, 10일째 
1.44±1.49g, 15일째 2.36±1.51g, 20일째 4.00±1.41g을 나타내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에 비하여 SRE(300) 투여군
은 15일째 19.40±6.02g, 20일째 23.80±4.92g로 기계적 자극에 대
한 반응역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Tramadol 투
여군도 20일째 36.00±23.11g으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p<0.05)(Table 1, Fig. 1). 

Table 1. Withdrawal threshold to Mechanical Allodynia on the 
Neuropathic Pain in Rats

Days
Group 0 5 10 15 20

Normal 60.00±0.00 60.00±0.00 60.00±0.00 39.60±18.62 60.00±0.00

Control 53.20±15.21### 8.60±3.97### 1.44±1.49### 2.36±1.51### 4.00±1.41###

SRE(100) 60.00±0.00 1.32±0.18 16.20±5.89 19.40±6.02 19.40±6.02

SRE(300) 53.20±15.21 1.80±1.30 14.20±6.94 19.40±6.02 23.80±4.92*

Tramadol 53.20±15.21 16.00±24.93 15.20±25.16 11.60±13.15 36.00±23.11**

Mechanical withdrawal threshold to a von Frey filament was measured on day 
0(base), 5, 10, 15 and 20 after surgery. Scutellariae Radix Extract was orally 
adminstrated a single dose of 100 and 300 mg/kg on the rats for 15days. 
Tramadol was orally adminstrated a single dose of 64 mg/kg on the rats for 
15days. The task and treatments were started on the 6th day after inducing 
neuropathic pain. Results are shown as means±S.E. ### : P<0.001, Control group 
versus normal group; * : P<0.05, ** : P<0.01, SRE(300), Tramadol group versus 
Control group.

Fig. 1. Effects of oral administration of Scutellariae Radix Extract on 
the neuropathic pain(mechanical allodynia) induced by spared nerve 
injury in rats. Control : neuropathic pain induced and no treatment. 
SRE(100) : neuropathic pain induced and oral administraion of a single 
dose of 100 mg/kg Scutellariae Radix Extract. SRE(300) : neuropathic pain 
induced and oral administraion of a single dose of 300 mg/kg Scutellariae 
Radix Extract. Tramadol : neuropathic pain induced and oral administraion 
of a single dose of 64 mg/kg tramadol. ### : P<0.001, Control group 
versus normal group; * : P<0.05, ** : P<0.01, SRE(300), Tramadol group 
versus Control group.

2. Acetone에 의한 냉 이질통에 미치는 효과
    황금추출물의 경구투여가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한 흰쥐의 
acetone 자극으로 유발된 냉 이질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관찰한 
결과, 대조군은 5일째 22.00±14.83%, 10일째 44.00±11.40%, 15
일째 52.00±27.75%, 20일째 36.00±15.17%를 나타내어 정상군에 
비해 회피 반응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하여 
SRE(100) 투여군은 15일째 46.00±13.42%, 20일째 24.00±15.17%
를, SRE(300) 투여군은 15일째 50.00±33.17%, 20일째 
24.00±20.74%로 반응률이 비교적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Tramadol 투여군은 15일째 
14.00±21.91%, 20일째 16.00±8.94%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5)(Table 2,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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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ithdrawal Response to Cold Allodynia on the Neuropathic 
Pain in Rats

Days 
Group 0 5 10 15 20

Normal 0.00±0.00 0.00±0.00 4.00±5.48 0.00±0.00 14.00±8.94

Control 8.00±17.89 22.00±14.83### 44.00±11.40### 52.00±27.75### 36.00±15.17###

SRE(100) 0.00±0.00 24.00±24.08 24.00±20.74 46.00±13.42 24.00±15.17

SRE(300) 12.00±8.37 84.00±30.50 48.00±38.99 50.00±33.17 24.00±20.74

Tramadol 0.00±0.00 34.00±32.09 18.00±13.04* 14.00±21.91* 16.00±8.94**

Withdrawal Response to Cold Allodynia using Acetone drop method was 
measured on day 0(base), 5, 10, 15 and 20 after surgery. Scutellariae Radix 
Extract was orally adminstrated a single dose of 100 and 300 mg/kg on the rats 
for 15days. Tramadol was orally adminstrated a single dose of 64 mg/kg on the 
rats for 15days. The task and treatments were started on the 6th day after 
inducing neuropathic pain. Results are shown as means±S.E. ### : P<0.001, 
Control group versus normal group; * : P<0.05, ** : P<0.01, Tramadol group 
versus Control group.

Fig. 2. Effects of oral administration of Scutellariae Radix Extract on 
the neuropathic pain(cold allodynia) induced by spared nerve injury 
in rats. ### : P<0.001, Control group versus normal group; * : P<0.05, ** 
: P<0.01, Tramadol group versus Control group.

3. c-fos 단백 수준에 미치는 효과
    황금추출물의 경구투여가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한 흰쥐의 뇌 
중심 회백질 부위에서의 c-fos 단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관찰한 결과,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SRE(100) 투
여군과 SRE(300) 투여군, Tramadol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SRE(300) 투여군에서는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p<0.05)(Fig. 3). 

4. TRPV1, TRPA1 단백 수준 결과
    황금추출물의 경구투여가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발한 흰쥐의 
TRPV1과 TRPA1 단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술
측(우측) L5 DRG의 TRPV1과 TRPA1에 대한 Western blott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L5 DRG에서 TRPV1 단백 수준은 대조군이 정
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SRE(100) 
투여군, SRE(300) 투여군, Tramadol 투여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5)(Fig. 4). TRPA1 
단백 수준 또한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해 증가되어 있었으나, 통계
적인 유의성이 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SRE(100) 투여군, 
SRE(300) 투여군, Tramadol 투여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감소되어 
있었으나, SRE(100) 투여군만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
다.(p<0.01)(Fig. 4).

Fig. 3. Effects of oral administration of Scutellariae Radix Extract on 
the activity of c-fos protein in the central gray of brain on the 
neuropathic pain induced by spared nerve injury in rats. * : P<0.05, 
SRE(300) group versus Control group.

Fig. 4. Western blotting analysis of TRPV1 and TRPA1 levels in 
ipsilateral L5 DRG in normal, controle, SRE(100), SRE(300) and 
Tramadol groups. # : P<0.05, Control group versus normal group; ** : 
P<0.01, *** : P<0.001, SRE(100). SRE(300), Tramadol group versu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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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침해성 통증(nociceptive pain)은 조직 손상의 위험이나 실질
적인 조직 손상에 대한 경고성 감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말초
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기본적인 생리 기능이다. 진통제 치료에 잘 
반응하며 유해 자극이 제거되거나 조직 손상이 치유되면 자연히 감
소하게 된다16,17). 그러나 신경계의 손상은 손상 부위가 치유되고 
난 후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까지도 지속적인 통증을 일으키기도 한
다. 이때 통증은 외상이나 질환에 의해 말초신경, 척수 후근, 척수, 
뇌 부분에서 손상이 발생하며 이러한 신경계 손상의 결과 발생하는 
통증을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한다18).
    임상적 증상은 유발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들과 유발 자극 
없이 나타나는 증상들로 나눌 수 있다. 유발 자극에 의한 증상은 
보통의 통증 자극에 대해 낮아진 역치나 과도한 통증을 보이는 통
각과민(hyperalgesia)과 보통 통증을 느껴야 하지 않는 자극에 의
해 통증이 유발되는 이질통(allodynia)이 대표적이다. 유발 자극 없
이 나타나는 증상은 쑤시는 듯한 통증, 전격통, 화끈거리거는 통증 
등으로 표현되는 자발통증(spontaneous pain)과 감각저하
(hypoesthesia), 무감각(anesthesia) 등이 대표적이다19).
    현재 서양의학에서는 약물치료 위주로 아편유사제(opioids), 삼
환계 항우울제(trycycli-c antidepressants), 항경련제
(anticonvulsa-nts),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약(NSAIDs) 등이 사용되
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새
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6).
    이러한 신경병증성 동통의 발생 기전을 연구하기 위한 동통모
델의 필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이 개발되어왔
는데, 기계적인 말초신경 손상을 이용한 동물 모델로는 Bennett 등
20)의 chronic constriction injury(CCI) 모델, Seltzer 등21)의 
Partial sciatic nerve ligation(PSL) 모델, Kim 등22)의 Spinal 
nerve ligation(SNL) 모델, Decosterd 등23)의 spared nerve 
injury(SNI)모델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신경손상의 정도와 증상발
현을 비교적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SNI 모델을 이용하
여 실험하였다24). 
    일과성 수용체 전압(transient receptor potential, TRP) 이온 
채널은 1997년 Caterina 등이 바닐로이드(vanilloid) 수용체를 보
고한 이후 통증 연구 분야에 있어서 TRP 이온 채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 특히 TRPV1은 유해감각수용기의 중요 한 신호통
합자로서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25). 활성화된 
TRPV1은 다양한 신경 손상의 원인으로 유발되는 기계적 이질통과 
열적 통과과민에 영향을 주며, 또한 TRPV1의 길항체는 이질통과 
통각과민을 억제할 수 있다26). TRPV1과 함께 감각신경세포에서 공
동으로 발현되는 TRPA1은 냉통증을 담당하는 이온 채널로서 한냉
자극에 의해 발현된다. TRPV1과 함께, TRPA1 또한 포유류에서 
유해 자극의 전달에 관여하고 있다. 사실, 어느 정도 두 채널사이
의 상호작용이 보고되고 있어서, 약 30%의 TRPV1 발현 감각 뉴
런에서 TRPA1의 발현 또한 나타난다8,9). 
    최근, 한약의 한열 약성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한약 투여
에 따른 TRP 채널의 발현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한성 

약물에 속하는 황련과 대황은 25℃ 이하의 온도에 의해 활성화되
는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ion channel melastatin 
subtype 8(TRPM8)의 발현은 증가시키고, 43˚C 이상의 뜨거운 온
도에 반응하는 TRPV1의 발현은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27). 또
한, 한성 약물인 황금의 주요 활성 성분인 baicalin은 세포실험에
서 TRPV1의 발현을 하향조정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황금(Scutellaria radix)은 여러해살이 초본식물 중 꿀풀과에 
속하는 황금(黃芩, Scutellaria baicalensis)의 주피를 벗긴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서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중국, 몽골, 
및 시베리아 동부 등지에 분포한다10).
    예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열, 이뇨, 지사, 이담 및 소염제
의 효능으로 민간처방 및 한약재로써 사용해왔으며, 주성분은 
flavonoid계 화합물로서 baicalein, baicalin, wogonin, 
wogonoside, oroxylin-A 및 chrysin 등의 30여 종이 분리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28).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서는 황금의 활성성분으
로 알려진 baicalein, baicalin, wogonin 등에 의해서 항염증, 항
산화, 항고혈압, 항알레르기, 항균, 항바이러스 및 항당뇨 등의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9-31).
    또한, 황금의 주요 성분인 baicalein, baicalin, wogonin 등의 
뇌신경세포 보호효능에 대해서 많은 연구 보고가 있으며32), 척수손
상의 신경세포 자연사, 운동기능장애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4,33). 아직 황금의 신경통에 대한 진통효과에 대한 실험
적 보고는 없는 상태이나, 황금의 주요 활성 성분인 baicalin은 세
포실험에서 TRPV1의 발현을 하향조정하는 작용이 있다고 연구결
과에서 TRP 채널의 조절을 통해 신경병증성 통증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서양의학에서 Tramadol은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에 일차 혹은 
이차 약제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로34) 아편제로서 약한 μ-opioid 
수용체의 작용제이며, serotonin과 noradrenaline의 재흡수를 억
제하는 작용이 있어, 진통제이면서 또한 항우울제로서 고려되기도 
한다35). 본 실험에서는 양성 대조약물군으로 Tramadol(64㎎/㎏)을 
경구투여한 Tramadol 투여군을 추가로 관찰하여 황금추출물 투여
군과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황금추출물(SRE)의 신경병증성 통증 유발 흰쥐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상군(Normal)과 tibial & 
common peroneal nerve transection으로 통증을 유발시킨 후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Control), 신경병증성 통증 유발 흰쥐에 
황금 300㎎/㎏을 경구 투여한 약물군(SRE(300)), 황금 100㎎/㎏을 
경구투여한 약물군(SRE(100)), Tramadol 64 mg/kg을 경구 투여
한 양성 대조약물군(Tramadol)으로 나누어 von frey filament를 
이용하여 기계적 이질통에 대한 회피반응 역치 변화, aceton을 이
용한 냉 이질통에 대한 회피반응률 변화, 뇌 중심회백질에서 c-fos 
발현, 환측 L5 DRG에서 TRPV1 및 TRPA1의 발현 변화를 관찰하
였다. 
    본 실험에서 시행한 행동학적 검사 중 물리적 자극에 의한 회
피반응의 측정에 사용한 von Frey filament는 구부러질 때의 압력
이 일정하여 동일한 자극을 가할 수 있으며 이때 기계적 이질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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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반응으로 나타나 이를 정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36), 또한 냉각 자극에 대한 회피반응은 
100% acetone을 접촉시켜 증발에 의한 표면온도의 감소를 이용하
는 방법으로 비록 비특이적이기는 하지만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민
감도가 큰 척도37)이므로 본 실험에서 이 방법들을 채택하였다.
    Von Frey filament를 이용한 기계적 이질통에 대한 회피반응 
역치 검사 결과에서 대조군은 5, 10, 15, 20일째 정상군에 비해 기
계적 자극에 대한 회피반응 역치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에 비하
여 SRE(100) 투여군은 회피반응 역치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순은 아니었으며, SRE(300) 투여군은 20일째 회피반응 
역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Tramadol 투여군도 
15, 20일째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acetone을 이용
하여 냉 이질통 회피반응 결과에서, 대조군은 5, 10, 15, 20일째 
정상군에 비해 반응률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하여 
SRE(100) 투여군과 SRE(300) 투여군은 회피반응률이 대조군에 비
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Tramadol 투여군은 회피반응률이 
대조군에 비해 15, 20일째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과를 보면 기계적 이질통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SRE(100) 투
여군에 비해 고농도군인 SRE(300) 투여군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
내었으며, 이는 황금추출물이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된 흰쥐의 낮
아진 통증에 대한 역치를 높여줌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며 그 효과는 
용량의존적(dose-dependent)인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사
료된다. 
    c-Fos는 다양한 자극에 의해 신경세포에서 빠르고 일시적으로 
발현되어 c-Fos 단백의 생성을 코딩하게 되는 조기발현유전자로 
Hunt의 발표 이후로 물리적·화학적·열 자극 등의 다양한 유해 자극
에 의해 뇌와 척수에 c-Fos 발현이 일어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
어왔다38). 현재 c-Fos 발현은 통증에 대한 신경세포의 반응을 파
악하는 유용한 척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39). 본 실험에서는 뇌 
중심회백질 부위에서의 c-Fos 단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
였는데, 그 결과 대조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하여 c-fos 단백 수준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이에 비하여 
SRE(100) 투여군과 SRE(300)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c-fos 
단백 수준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RES(300)에서 유의
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황금추출물이 신경병증성 통증 감소에 유
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TRPV1 이온 채널의 통증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TRPV1 이온 채널은 열자극 및 매운 자극의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염증 등의 환경에 의해 통증의 증가를 유발 시키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RPV1 이온 채널의 조절물질을 
통한 진통제 발굴은 새로운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7). 본 실험에서 
L5 DRG에서의 TRPV1 단백 수준은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에서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인해 TRPV1
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경병
증성 통증에서 나타나는 이질통은 TRPV1의 발현 증가와 깊은 관
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RE(100) 투
여군, SRE(300) 투여군, Tramadol 투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TRPV1 단백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에서 황금

추출물이 TRPV1 발현 억제작용을 통해 기계적 이질통 감소 작용
을 나타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TRPA1 단백 수준은 대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한 증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약물투여군에서는 SRE(100) 투여군에서 대조군
에 비해 TRPA1 단백 수준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나 SRE(300) 
투여군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TRPA1 채널이 냉통
증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이온 채널임을 고려할 때 본 실험의 신
경병증성 통증에서 냉 이질통의 증가와 TRPA1의 발현 증가가 관
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
다. 또한, SRE(100) 투여군, SRE(300) 투여군의 냉 이질통 회피반
응 결과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지 않고, TRPA1 
단백 발현도 대조군과 비교하여 SRE(100) 투여군에서만 유의한 감
소가 나타난 것을 볼 때, 황금추출물의 냉 이질통 감소 작용은 기
계적 이질통 감소 작용에 비해 약하며, TRPA1 발현 억제 효과 또
한, TRPV1 발현 억제 효과에 비해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苦寒한 황금의 약성이 TRPA1에 비해 TRPV1의 발현 억제
에 더 강한 작용을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러한 
기전에서 냉 이질통에 비해 기계적 이질통에 대한 통증 감소 효과
가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경병증성 통증 흰쥐 모델에 황금
추출물의 경구투여가 기계적 이질통에 의한 회피반응, c-Fos 및 
TRPV1 단백 발현 감소에 있어서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황금추출물이 TRPV1 발현 억제를 통해 신경병증
성 통증의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황금
추출물의 투여 횟수 및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임상적 적용을 위해 실험적 모델에 대한 임상적 
연관성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황금추출물의 농도별 경구투여가 Spared nerve injury 흰쥐 
모델의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기계적 이질통, 냉 이질통, c-fos 단
백 발현 및 L5 DRG의 TPPV1과 TRPA1 단백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Von Frey filament 자극으로 유발된 기계적 이질통의 변화를 
대조군과 비교 관찰한 결과, SRE(300) 투여군에서 회피반응 역치
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Acetone 자극으로 유발된 냉 이질통의 변화를 대조군과 비교 
관찰한 결과, SRE(100) 투여군과 SRE(300) 투여군 모두 회피반응
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c-fos 단백 발현을 대조군과 비교 관찰한 결과, SRE(300) 투
여군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TRPV1 단백 발현은 SRE(100) 투여군, SRE(300) 투여군 모두
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났다. 
    TRPA1 단백 발현은 SRE(100) 투여군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
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황금추출물의 경구 투여가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된 흰쥐 모델에 대해 통증 억제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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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작용은 TRPV1 발현 억제 작용에 의한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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