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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lateral allodynia and central change in the chronic post-ischemic pain model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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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Mirror-image allodynia is a mysterious phenomenon that occurs in association with many clinical pain syndromes 

including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s (CRPS).  Underlying mechanisms for the development of such pain are still a matter 

of investigation.  Several studies suggest that activation of the N-methyl-D-aspartate (NMDA) receptor is essential for central sensiti-

zation as a base for persistent pain.  The aim is to assess whether alteration of NMDA receptor expression correlates with the 

contralateral allodynia in the chronic post-ischemia pain (CPIP) model rats representing CRPS-Type I. 

  Methods: Application of a tight-fitting tourniquet for a period of 3 hours before reperfusion produced CPIP in male 

Sprague-Dawley rats.  The mechanical paw withdrawal thresholds to von Frey stimuli (using a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 

were measured as pain indicators in ipsilateral and contralateral hindpaws.  Phosphorylation of the NMDA receptor 1 subunit 

(pNR1), assessed with Western blot, was measured in the contralateral L4-6 spinal cord.

  Results:  Ipsilateral and contralateral mechanical allodynia is present at 4 hours after reperfusion, peaked at 3 days, and continued 

for 7 days after reperfusion.  The relative density of pNR1 of CPIP rat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contralateral L4-6 spinal 

cord compared to baseline value (P ＜ 0.05).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aw withdrawal threshold and the relative 

density of pNR1 (ipsilateral; R
2
 = 0.75, P ＜ 0.01, contralateral; R

2
 = 0.60, P ＜ 0.01).

  Conclusions:  These data suggest that pNR1 is correlated to the contralateral mechanical allodynia in CPIP rats.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419～24)

Key Words:  Chronic post-ischemia pain,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type I, NMDA receptor, Mirror-image allodynia.

서      론

  복합부 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은 

조직 혹은 신경 손상 후 지속되는 작열통, 이질통(allodynia), 

부종, 피부색 변화, 운동 제한, 그리고 근 축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증상은 손상 받은 부 에 국한되지 않고 확

산되는 경향이 있다[1]. 특히 복합부 통증증후군 1형의 

70%의 환자에서 병소와  무 한 곳으로의 확산을 보이

며, 반 쪽으로 칭 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15%의 환자에

서 찰된다[2]. 손상 받은 부 의 반 측에서 발생하는 이

러한 통증을 거울상 통증(mirror-image pain)이라고 부른다

[3]. 거울상 통증은 이질통와 통각과민(hyperalgesia)과 같은 

신경병증성 통증의 양상이며 손상 받은 부 보다 덜 심하

며 더 늦게 나타난다[4,5].

  최근 Coderre 등은[6] 쥐의 뒷다리의 허  손상에 의하여 

유발된 만성 허  후 통증(chronic post-ischemic pain, CPIP) 

모델을 보고하 다. 이는 임상에서 골 , 경 수술, 과도

한 캐스트 후에 발생하는 즉 허  손상과 련된 복합부

통증증후군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통증양상이며 환측 뿐

만 아니라 건측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이질통과 통각과민

은 복합부 통증증후군 제 1형의 환자들에서 볼 수 있는 

거울상 통증의 양상과 일치한다. 

  복합부 통증증후군의 통증의 기 에는 활성산소종,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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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인 등 면역  염증 반응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며, 구심성  원심성 말  신경계 장애 외에도 추신

경 특히 척수 등이 직  통증에 여한다고 알려져 있다[7]. 

이러한 추감작(central sensitization)은 신경병증성 통증[8-10] 

 염증성 통증을[11-13] 포함한 만성 통증의 요한 기

이다. 한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가 추감작

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14-16]. 

  최근에 손상 받지 않은 반 편에서 발생하는 통증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다. 일측의 신경손상이나 조직 손상

후 환측뿐 아니라 반 측 척수의 후각에서 다양한 화학  

물질의 변화와 반 편의 척수에서의 추변화를 래한다

고 보고되었다[4,17,18]. 그러나 재까지 신체의 건강한 쪽

에서 인지되는 건측의 통증의 기 에 한 연구는 제한

이며 명확히 밝 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자들은 허  손상 후 유발된 거울상 통증의 기

을 알아보고자 복합부 통증증후군과 유사한 통증 모델, 

즉 쥐의 뒷다리의 허  손상에 의하여 유발된 통증모델을 

이용하여 허  손상에 의해 유도된 반 측의 기계  이질

통이 건측의 추변화 즉 건측의 척수의 NMDA 수용체 활

성과 어떤 계가 있는지를 살펴 으로써 허  손상과 

련된 거울상 통증의 추기 을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체  280−320 g 사이의 수컷 Sprague-Dawley 흰쥐를 사

용하 고 온도, 습도, 소음, 조명이 자동 으로 유지되는 사

육실에서 물과 먹이를 자유로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모

든 쥐는 3일간의 응기간을 거쳐 상기 환경에 응시켰다. 

모든 실험은 동물실험 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본원의 실

험동물 리규정을 수하 다. 만성 허  후 통증 모델의 

기계  회피역치를 측정하기 하여 실험동물은 조군(n = 8) 

 뒷다리 허  손상을  실험군(n = 8)으로 나 어 통증 

행동 검사를 실시하 다. 만성 허  후 통증 모델의 NMDA 

수용체 활성도와 회피역치의 상 계를 보기 하여 실험

군(n = 21)을 허 (n = 3), 재 류 4시간(n = 3), 1일(n = 

3), 3일(n = 4), 5일(n = 4), 7일(n = 4)째로 나 어 각각 측

정하 다.

만성 허  후 통증(chronic post-ischemic pain, CPIP) 모델 

  Coderre 등이[6] 보고한 뒷다리 허  손상에 의하여 유도

된 CRPS-1 모델을 용하 다. 실험군은 sodium pentobarbital

로 마취를 유도한 후 7/32 인치의 Nitrile 70 Durometer 

O-ring (O ring West, Seattle, USA)을 왼쪽 발목 근 부에 

치시켜 3시간 동안 허 을 유발한 후 O-ring을 제거하여 재

류를 시켰다. O-ring을 거치하는 치를 내과(medial mal-

leolus) 근 부로 표 화하 다. Sodium pentobarbital 지속주

입으로 마취를 유지하고 재 류 30분 이내에 마취에서 완

히 회복되도록 하 다. 조군은 동일한 방법으로 마취를 

시행한 후 내과 근 부에 한 쪽이 잘린 O-ring을 거치하여 

뒷다리에 허 을 유발하지 않는 겉보기 시술(sham operation)

을 시행하 다. 

통증 행동 검사 

  행동 실험은 쥐에게 어떤 실험 조작이 가해졌는지 모르

는 시험자에 의해 맹목 으로 시행되었다. 통증 행동의 

찰을 해 철망 실험  에 설치된 투명한 아크릴 상자에 

흰쥐를 넣고 약 15분간의 환경 응 시간을 허용한 뒤 기

계  이질통을 찰하 다. 

  기계  이질통을 측정하기 하여 자동화된 von Frey 방

식인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 (DPA, Ugo Basile, 

Comerio, Italy)를 사용하 다. 실험동물이 철망 안에서 완

히 응된 후 von Frey filament (straight metal filament, 0.5 

mm diameter)를 환측 뒷발바닥 심부에 치시켜 DPA가 

쥐의 뒷발바닥의 회피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진 으로 힘

(최  50 g)을 증가시켜 회피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힘

(g)을 측정하도록 하 다. 어도 10  이상의 간격을 두고 

4회 용하여 회피역치(PWT, paw withdrawal threshold)를 측

정하 다. 같은 방법으로 반 편 뒷발바닥의 기계  이질통

을 검사하고 평균 역치를 계산하 다. 허 /재 류 손상

의 측정한 수치를 기 치(Baseline value)로 하 으며 기계  

이질통은 허 , 재 류 4시간, 1일, 3일, 5일, 7일 후에 환

측  건측을 각각 측정하 다. 

Western blot 분석 

  각 군은 척추 후궁 제술로 죄측(환측)과 우측(건측)으로 

나 어 4−6번 요추 부 의 척수를 출한 후 곧바로 액화

질소에 얼린 후 용해 완충액(20 mM Tris-HCl pH 8.0, 150 

mM NaCl, 1 mM EDTA, 2 mM Na3Vo4, 0.5 mM DTT, 10% 

Glycerol, 1% Nonidet p-40, protease inhibktor cocktail)으로 용

해시켰다. 원심분리(12,000 rpm, 4oC, 20분) 후 상층액을 취

하여 Bradford (Bio-Rad, Hercules, USA)방법으로 단백질을 

정량하 다. 추출한 총 단백질 50 μg을 gel loading buffer 

(0.5 M Tris-HCl, glycerol, 10% SDS, 0.5% bromophenol blue)

를 포함한 완충액과 혼합하여 100oC에서 5분간 끓인 후 

10% SDS-polyacrylamide gel에서 기 동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에 옮겼다. Membrane은 3% skim milk를 함유한 

tris buffered saline (50 mM Tris pH 7.4, 10 mM NaCl)으로 1

시간 동안 실온(15−30oC)에서 반응시킨후, 인산화된 

NMDA 수용체 아형 1 (phosphorylated NMDA-receptor subunit 

1, pNR1)의 항체(Upstate biotechnology, Temecula, US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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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chanical allodynia responses to von Frey filaments. The 

vertical axis represents paw withdrawal threshold while the hori-

zontal axis represents the baseline preoperative test and the follow-

ing post-reperfusion tests. Sham group, contralateral and ipsilateral 

hindpaws of CPIP group are represented as white, gray and balck 

bar, respectively. Values are mean ± SD (n = 8). Baseline: before 

ischemia, R ＋ 4 hr: 4 h after reperfusion, R ＋ 1 d: 1 day after 

reperfusion, R ＋ 3 d: 3 days after reperfusion, R ＋ 5 d: 5 days 

after reperfusion, R ＋ 7 d: 7 days after reperfusion. 
a)
represents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s values, 
b)

represents P ＜ 0.05 com-

pared with sham group, 
c)
represents P ＜ 0.05 compared with con-

tralateral paw.

Fig. 2. An example of a Western blot gel and the relative density 

of pNR1 to actin of contralateral paw in CPIP rats. Values are 

mean ± SD. Baseline: before ischemia (n = 3), R ＋ 4 hr: 4 h 

after reperfusion (n = 3), R ＋ 1 d: 1 day after reperfusion (n = 

3), R ＋ 3 d: 3 days after reperfusion (n = 4), R ＋ 5 d: 5 days 

after reperfusion (n = 4), R ＋ 7 d: 7 days after reperfusion (n 

= 4). 
a)
represents P ＜ 0.05 compared with baselines value.

4oC에서 하룻밤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membrane을 tris buf-

fered saline (50 mM Tris pH 7.4, 10 mM NaCl)으로 세척 후 

1：2,000으로 희석한 과산화효소와 한된 단클론 이차 항

체와 1시간 동안 실온(15−30oC)에서 반응시킨 후 ECL sys-

tem (Amersham Biosciences, Buckinghamshire, England)으로 

단백질을 확인하 다. 

통계 

  측정자료는 평균 ± 표 편차(mean ± SD)로 표시하 으

며, SPSS 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paired t-test, one 

way ANOVA, repeated measures ANOVA  Pearson’s corre-

lation을 사용하 다. P ＜ 0.05를 통계학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단하 다.

결      과

기계  회피역치 

  조군의 기계  이질통은 모든 측정시 에서 환측과 건

측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각 시

에서 측정한 조군 환측의 기계  회피역치를 기 치로 

정의하고 실험군의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 다. 조군의 기

계  이질통 검사에서 회피역치는 허 에서 재 류 7일

까지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ANOVA). 

  측정시 (6수 )과 집단(3수 )으로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한 결과, 측정시  간(P ＜ 0.01), 실험 집단 간(P ＜ 0.01) 

 이들 사이의 교호작용(P ＜ 0.01)에서 모두 주효과가 있

었다. Tukey HSD 사후분석에서 세 집단이 각각 서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 

  각 시  내에서 3군 간의 회피역치를 비교한 결과, 기

상태(P = 0.576)를 제외한 재 류 후 5번의 측정시  모두

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실험군의 

환측 회피역치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은 실험군의 건측, 

조군 순이었으며, 사후검정에서 각 군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런 양상은 재 류 후 측정한 5시  모두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실험군의 환측  건측의 회피역치는 재 류 4시간부터 

진 으로 감소하여 재 류 3일째 최고로 감소하 다(Fig. 1). 

건측의 NMDA 수용체의 활성도 

  실험군의 건측의 NMDA 수용체의 활성화는 허 에 비

하여 재 류 1일 후부터 유의하게 증가하 다(P ＜ 0.05)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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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lationship between mechanical allodynia (withdrawal 

threshold) and the relative density of pNR1 to actin of ipsilateral 

paw and contralateral paw. Rats show the significant inverse rela-

tionship between the mechanical withdrawal threshold and the rela-

tive density of pNR1 to actin measured during post-reprfusion 

times (4 hours, 1, 3, 5 and 7 days after reperfusion). Solid circle 

(●) and open triangle (△) represent values for ipsilateral and 

contralateral paw, respectively.

기계  회피역치와 NMDA 수용체의 활성도 간의 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측정시 에 따른 기계  회피역

치와 NMDA 수용체 활성도 간의 계에서 실험군의 환측

과 건측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다. 실험군의 환측에 

한 회귀모형은 y = −20.54x ＋ 24.38 (P ＜ 0.01)이며 설

명력 R2 = 0.75이었다. 한편 실험군의 건측에 한 회귀모

형은 y = −20.83x ＋ 25.88 (P ＜ 0.01)이며 설명력 R2 = 

0.60이었다(Fig. 3).

고      찰

  본 연구의 주요소견으로 첫째 쥐의 뒷다리의 허  손상

에 의하여 유발된 통증 모델을 통해 CRPS-1에 부합하는 환

측  건측의 기계  이질통이 발 하 으며, 둘째 허  손

상에 의해 건측 척수에서 인산화된 NMDA 수용체 아단  

1 (phosphorylated NMDA-receptor subunit 1, pNR1)이 유의하

게 증가하 고, 셋째 쥐의 건측에서 보인 기계  이질통 즉 

거울상 통증이 추감작과 련이 깊은 NMDA 수용체 활

성화, 즉 pNR1과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따라서 쥐의 

허  손상 후 발생하는 건측의 이질통의 발 에 건측 척수 

세포의 추변화 즉 NMDA 수용체의 인산화가 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복합부 통증증후군은 신경의 직 손상이나 조직손상 등

에 의하여 유발되며 여러 기 이 동시에 복합 으로 작용

하며 단순한 침해성 통증과는 상이한 이질통  통각과민 

등을 나타내는 통증 증후군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

은 통상 으로 사용되어 오던 말 신경 손상 모델과는 달

리 CRPS-1 환자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지의 물리 인 

손상에 의하여 유발되었다. 임상 으로 CRPS-1은 주로 골

, 염좌, 타박성 손상 후에 잘 발생되며 때로는 과도하게 

압박된 석고붕  는 부종을 동반한 연조직 손상에 의하

여 발생될 수 있다. Coderre 등은[6] 쥐의 뒷다리의 허  손

상은 신경의 손상은 없이 이질통이나 통각과민 등의 신경

병증성 통증을 유발한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CRPS-1의 모델

로 제시하 다. 이러한 CPIP 모델에서 재 류 8시간부터 환

측  건측 뒷다리의 통각과민  이질통이 발생하 고 특

히 환측에서 통각과민  이질통이 건측에 비해 뚜렷하

고 어도 4주간 지속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재

류 4시간째부터 재 류 7일까지 지속되는 환측의 기계  

이질통을 확인하 다. 

  신경손상 모델을 포함한 몇 가지 실험동물 모델에서 손

상 받은 부 의 신경병증성 통증  손상 받지 않은 부

로 확산되는 통증의 양측성 변화들이 찰된다. 만성 압박 

손상 모델에서 수술 부 뿐만 아니라 반 편 부 의 발바

닥에서 발바닥 압력에 해 vocalization threshold가 감소됨

이 보고되었고[19], 부분  좌골신경 결찰 모델을 이용하여 

Seltzer 등은[20] 양측에서 기계  회피역치  열성 회피역

치가 감소됨을 보고하 다. 한 Sinnott 등은[21] L5, L6 척

수신경 결찰 모델에서 손상 받은 부 뿐만 아니라 반 편

에도 이질통이 찰됨을 보고하 다. 신경손상 모델이외에 

화상손상 혹은 족 내 carrageenin 주입과 같은 표재성 손상

유발모델에서도 기계  이질통의 양측성 변화들이 보고되

고 있다[4,22,23]. 이는 신경손상이외에도 염, 편측의 허

류 손상후에도 이러한 거울상 통증이 유발될 가능성을 

제시한다[17]. 본 실험에서 사용한 CPIP 모델에서도 실험군

의 건측에서 환측에 비해 강도가 약하나 조군에 비해 뚜

렷한 이질통을 보 다. 

  손상 받은 부 의 반 편에서 발생하는 거울상 통증에 

해 추신경 혹은 체액성 기 과 같은 몇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면역물질, 척수의 아교세포(glial cell)의 활성

과 사이토카인의 배출이 원거리 혹은 거울상 통증을 유발

한다고 제시되었다[24,25]. Gordh와 Sharma는[26] 신경 손상 

2주 후에 손상 받은 신경의 반 편 척수에서도 기질  변

화가 생기며 이는 8주간 지속되었다고 보고하 다. 한 일

측의 피하 벌독(bee venom) 주사후에 환측  건측에서 

c-fos 단백질의 발 이 증가되는 것이 보고되어 일측의 조

직손상은 반 편의 척수에서의 추변화를 래한다고 보

고되었다[18]. 본 연구에서 쥐의 양측 앞발에서는 어느 쪽도 

기계  이질통의 변화를 찰할 수 없었다(측정자료 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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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 이는 본 모델의 거울상 통증의 기 이 면역활성 

물질 등의 신순환에 의한 보다는 추신경이 련된 

추감작임을 짐작하게 한다. 본 실험에서 손상 받지 않은 

부 의 척수에서 pNR1 활성이 거울상 통증의 발 과 일치

하 다. 이는 건측 척수의 NMDA 수용체 활성에 의한 척수

의 추감작이 거울상 통증과 련이 있음을 지지하는 소

견이다. 척수의 추감작은 척수후각에 나타나는 신경원의 

과민반응으로 척수후각에서 통증정보가 증폭되는 데에는 

세포내 kinase에 의한 NMDA 수용체의 활성화와 유 자 표

 등이 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lutamate를 포함한 

흥분성 아미노산은 추감작에 요한 매개체로 통각수용

기가 자극되면 C-섬유의 흥분유도로 glutamate를 포함한 흥

분성 아미노산이 방출된다. 흥분성 아미노산은 척수의 

NMDA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척수의 신경세포가 유입되는 

모든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과 으로 

추감작이 유발된다[27]. NMDA 수용체의 활성화가 다양한 

원인과 련된 통각과민의 발생과 연류되어 있으며 척수의 

추감작과 련된 다양한 동물실험에서 증강된 척수후각 

NMDA 수용체 인산화가 보고되었다[14-16]. 복합체인 NMDA 

수용체는 5가지 아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NMDA 

수용체 아단  1은 기능  수용체 통로 복합체를 이루고 

있고 NMDA 수용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진

다. 더욱이 인산화는 NMDA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28,29]. 

Gao 등은[30] 신경손상이 있는 쥐에서 건강한 쥐와 비교했

을 때 척수후각의 pNR1 면역반응 신경세포의 증가가 기계

 이질통의 발생과 일치한다고 보고하 다. 자들은 이  

연구에서 만성 허  후 통증모델에서도 환측 척수의 

NMDA 수용체 인산화와 환측의 기계  이질통의 발생과 

유의한 상 계를 보임으로써 이질통의 유발기 에 

NMDA 수용체가 여함을 보고하 고, 특히 이러한 소견이 

허  손상과 련된 기계  이질통의 기 에도 용된다는 

에 주목하 다[31].

  요추에서 말 의 구심성 신경이 반 측의 척수후각으로 

직  투사(projection)하지 않기 때문에[32] 척수의 건측의 

NMDA 수용체의 활성화는 맞교차 사이신경세포들(commis-

sure interneurons)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추측된다[4,17]. 

즉 이러한 양측의 추성 변화들은 신경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양측에서 오는 통증을 인지하는 신경계 

사이에 새로운 신호 달 경로가 매개된 결과로 생각되나 

이러한 새로운 신호 달이 척수, 시상, 혹은 뇌의 피질 수

에서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밝 져 있지 않다. 그러나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와 같은 성장인자

(growth factor)가 척수의 맞교차로(commissure tract)를 통해 

신호 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측되며[4] proinflammatory 

cytokine들이 시상이나 뇌의 피질 수 에서 통증의 에 

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이러한 proinflammatory cy-

tokine들은 미세아교세포(microglia)와 같은 아교세포(glial cell)

에서 유리되어[33] 통증을 달하는 신경로의 과흥분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34]. 한 별아교세포(astrcyte)들

은 glutamate와 prostaglandin을 유리하여 별아교세포 그물

(astrocyte network)을 통해 통증의 달을 매개하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 다[35]. 이러한 보고들은 거울상 통증이 

추신경계의 새로운 신호 달에 의한 척수의 반 편 추감

작을 통해 야기됨을 보여지는 증거들이다.

  결론 으로 허  손상에 의한 CPIP 모델의 쥐에서 발생

한 건측에 생긴 이질통 즉 거울상 통증은 추감작과 련

된 기   하나인 NMDA 수용체 인산화와 련되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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