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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ocaine attenuates the expression of ERK1/2 and CREB in a neuropathic pain model of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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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In addition to causing the loss of voluntary sensory and motor function, spinal cord injury (SCI) often creates 

a state of central neuropathic pain.  Rats given SCI display increases in the activated form of transcription factors ERK 1/2, p38 

MAPK, and CREB in the spinal cord, which correspond to allodynia in a model of neuropathic pain.  The current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if lidocaine had an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neuropathic pain in response to SCI. 

  Methods:  Male Sprague Dawley rats were anesthetized and then received a L5−L6 spinal nerve ligation (neuropathic rats).  

The levels of intracellular cell-signaling protein, ERK 1/2 and CREB were then assessed by western blot analysis of samples 

collected from a sham operated (control) group, a neuropathic pain and normal saline (NP ＋ NS) group, and a neuropathic pain 

and 5% lidocaine (NP ＋ Lido) group. 

  Results: The increased levels of ERK 1/2 and CREB protein that were observed in the neuropathic pain model were reduced 

by continuous infusion of 5% lidocaine. 

  Conclusions: The current results suggest that lidocaine therapy may be an effective method of preventing and treating central 

neuropathic pain following SCI, and that these effects may occur via the reduced expression of ERK 1/2 and CREB in the intra-

cellular cell-signaling pathway.  (Korean J Anesthesiol 2009; 56: 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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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말 신경에 손상을 받을 경우 손상된 부 의 자율신경계, 

감각  운동신경계의 이상이 수반되는 신경병증성 통증

(neuropathic pain)이 유발 될 수 있으며 [1,2], 우리가 임상에

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만성 척추질환, 암성통증, 상포

진 후 신경통, 삼차신경통(trigeminal neuralgia), 복합부  통

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등 우리 주

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표  

증상은 통각과민(hyperalgesia)과 이질통(allodynia)을 특징으

로 하며 재까지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뚜렷한 수술 방법

이나 약제가 없는 실정으로 교감신경차단, 진통제, 항 우울

제, 항 경련제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신경병증성 통증모델의 쥐에서 세

포 내 신호 달 경로(intracellular cell-signaling pathway)에 

여하는 단백질 에 Mitogen-activated protein (MAP) kinases

의 일종인 p38과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p44/42 

(ERK 1/2) 그리고 cyclic AMP responce element-binding pro-

tein (CREB) 등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3,4]. ERK 1/2

와 CREB 신호 단백질은 G-protein coupled 수용체(GPCRs)의 

활성에 의해서 자극되고, GPCRs은 glutamate (mGluR1-7), 

GABA, serotonin, adrenalin과 같은 신경 달물질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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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LZET
Ⓡ

 Osmotic pumps are miniature, infusion pumps for 

the continuous dosing of laboratory animals (Model 2ML1).

받음으로써 일반 인 침해성 통증(nociceptic pain)과 [5] 만

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형성 과정에서도 증가하게 된다. 우

리가 실제 통증치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소마취제인 

리도 인(lidocaine)의 경우 Gα 단백질의 기능을 방해 함으

로써 GPCRs의 작용을 억제시키고 [6], 세포 내 G 단백질과 

ATP 등에 민감한 Ca2＋  K＋ 통로의 이온 이동을 제한시

킴으로써 ERK 1/2  CREB신호 단백질의 생산을 여  

것으로 생각되며 [7], 한 신경병증성 통증의 발생기 의 

 다른 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염증작용을 감소시켜 

[8] 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리도 인이 만성 신경병증

성 통증을 유발하는 과정에 여하리라는 생각에서 본 실

험이 계획되었다. 

상  방법 

  본 연구는 실험동물 윤리 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규

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실험 당시 180−200 g의 수컷 흰쥐

(Sprague-Dawley)를 사용하 다. 수술 1주일 에 동물실에 

도착하도록 하여 동물실 분 기에 익숙하도록 하 으며, 물

과 충분한 먹이가 공 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주기성(낮: 

오  6시−오후 6시)을 유지하며 응시켰다. 

  신경병증성 통증모델 쥐의 제작  행동검사는 Kim  

Chung의 [9] 방법을 이용하 다. 수술은 실험동물을 피하조

직 내로 pentobarbital sodium (50 mg/kg or to effect)의 주입

으로 마취시킨 후 요추부 의 정 선을 따라 략 L3에서 

S2까지 피부 개를 한 후 좌측 주  근육을 젖  L6 횡 돌

기를 제거하고 L5  L6 요수신경을 노출시켰다. 이 신경들

을 5−0 silk로 결찰 시켜 손상을  다음 근육과 피부를 다

시 합하 다. 손상 후 1주일에서 2주 사이에 기계  자

극으로서 von Frey filament (24 mN)를 수술을 한 쥐의 뒷

발바닥에 2−3  간격으로 10번 가해 주었을 때 몇 번이나 

발을 피하 는가를 측정 함으로서 발의 철회 반응 빈도

(frequency of withdrawal response)를 조사하 다. 10회의 자

극  5회 이상의 철회반응을 보인 쥐를 성공 인 신경병

증성 통증모델 군으로 실험을 실시 하 다 [10]. 수술과정은 

같으나 신경을 결찰 하지 않은 sham 수술 쥐를 조군(con-

trol)으로 사용하 다. 

  신경병증성 통증에 한 국소마취제인 리도 인의 효과

를 알아보기 하여 등쪽의 피하조직 내로 mini-osmotic 

pumps (model 2ML1, Durect, USA) (Fig. 1)를 이용해서 5% 

lidocaine을 10μl/h (2 mg/kg/h)의 속도로 주입한 신경병증성

통증 리도 인군(NP ＋ Lido group, n = 7)과 [11] 생리식염

수를 주입한 신경병증성통증 생리식염수군(NP ＋ NS 

group, n = 7)을 조군(n = 7)과 비교 찰하 다. 

  Western blots을 한 뇌와 척수 신경조직은 액화질소를 

이용 속 냉동한 후 온 냉장고(−80oC)에 보  사용하

다. 속 냉동 보 된 쥐의 뇌와 척수조직을 얼음 에서 

녹인 후 분쇄하여 즉시 차가운 RIPA (radioimmunoprecipita-

tion) 완충액(150 mM NaCl, 50 mM Tris-HCl, 1 mM EDTA, 

and 1% Triton-X [pH 7.4])에 넣고 10  정도 균질화 용해시

킨다. 조직을 1시간 동안  원심분리(32,500 rpm, 4oC, vac-

uum) 시킨 후 시험  상층부의 액체를 수집 하 다 [12,13]. 

  Bradford method로 각 단백질 양을 분석한 후에 Laemmeli 

완충액으로 단백질을 안정화 시켰다. 각각의 단백질 샘

(50μg)을 10% SDS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s를 통해 80 V에서 4시간 동안 기 동 시켜 얻어진 단

백질 (band)를 20 V, 4oC에서 Transfer unit을 이용하여 밤 

동안 PVDF (polyvinylidene fluoride) 막으로 단백질을 운반시

켰다. TBST (Tris-Buffered Saline Tween-20) 용액(0.1% Tween 

20 in 1 × TBS) 과 Blocking 용액(5% dry milk in TBST)으

로 PVDF 막을 잘 씻고 blocking 용액을 도포한 후 phos-

pho-ERK와 total-ERK, phospho-CREB와 CREB의 1차 항체로

는 각각 Cell Signaling Technologies (Danvers, Massachusetts, 

USA)를 사용하 으며, PVDF 막을 TBST 용액으로 잘 씻어

내고 2차 항체(goat anti-Rabbit or anti-mouse IgG)를 1시간 

동안 배양 시킨 후 ESL (electronic system level) 용액(Amer-

sham, Piscataway, New Jersey, USA)과 UVP (ultraviolet prod-

ucts) Bio-imaging System (Upland, California, USA)를 이용하

여 상하 다. 모든 값은 mean ± SEM으로 표시하 으며 

통계  처리는 SPSS 12.0를 사용하 다. 세 그룹 사이의 처

치 의미 비교는 One-way ANOVA 와 Tukey’s post hoc를 사

용하 으며 두 그룹 간 에는 Student’s t-test로 비교하 고, 

P 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 통계 으로 유의 하다고 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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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nsitometric quantifications of band intensities for ex-

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 1/2 (ERK 1/2) and cyclic AMP 

responce element-binding protein (CREB) from spinal cord sub-

jected to sham operation (n = 7), NP ＋ NS group (n = 7) and 

NP ＋ Lido group (n = 7). NP: neuropathic pain, NS: normal sal-

ine, Lido: 5% lidocaine. a)P ＜ 0.05 versus sham group, b)P ＜

0.05 versus NP ＋ NS group.

Fig. 2. Representative immunoblots 

for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

ase 1/2 (ERK 1/2) and cyclic 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CREB) from spinal cord subjected 

to sham operation (n = 7), NP ＋

NS group (n = 7) and NP ＋ Lido 

group (n = 7). NP: neuropathic 

pain, NS: normal saline, Lido: 5% 

lidocaine.

결      과

  먼  뇌신경조직을 가지고 시행한 western 분석결과 ERK 

1/2와 CREB 두 단백질의 조군과 NP ＋ NS군, NP ＋ 

Lido군 간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척

수신경 조직을 통한 ERK 1/2 단백질의 변화에서는 NP ＋ 

NS군에서 136.0 ± 12.5로 조군 94.9 ± 9.0과 비교 할 때 

43%의 의미 있는 증가를 보 다(P = 0.02) (Fig. 2, 3). NP 

＋ Lido군에서는 82.6 ± 10.2로 NP ＋ NS군과 비교 시 의

미 있는 감소를 나타낸 반면(P = 0.0061), 조군과의 비교

에서는 통계 으로 의미 없는 약간의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P = 0.39) (Fig. 2, 3). 한편, CREB 단백질의 변화는 

조군 49.9 ± 9.6과 비교해 볼 때 NP ＋ NS군에서 124.5 ± 

15.9로 약 2.5배의 의미 있는 증가를 보 고(P = 0.0017), 

NP ＋ Lido 군에서는 64.8 ± 15.1로 NP ＋ NS군과 비교해 

볼 때 의미 있는 감소를 보 다(P = 0.0189) (Fig. 2, 3). 그

리고 역시 NP ＋ Lido군의 조군과의 비교에서는 ERK 

1/2에서처럼 별 차이가 없었다(P value = 0.4218) (Fig. 2, 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쥐의 신경병증성 통증모델

에서 ERK 1/2와 CREB 단백질이 모두 의미 있게 증가하

으나 5% lidocaine의 지속  주입의 결과 신경병증성 통증

으로 유도 되었던 ERK 1/2와 CREB 단백질의 의미 있는 감

소를 찰 할 수 있었다. 

고      찰 

  신경병증성 통증의 발생에는 말 신경계와 추신경계에

서 여러 독립 인 병태생리학  기 이 다양한 양상으로 

표 된 신경병증성 증상을 만드는데 여한다. 내분비성 만

성질환, 암성통증, 만성 척추질환, 상포진 바이러스질환 

등으로 인한 부분의 신경병증성 통증은 말 신경의 손상 

등 일차 인 병변뿐 만 아니라 신경계통의 기능변화에 의

해 기인되며 자발통, 이질통, 통각과민을 주 증상으로 한다 

[14,15]. 

  일반 으로 알려진 신경병증성 통증의 기 으로는 첫째, 

병 으로 활성화되고 감작된 통각 수용체는 통증의 달 

과정에서 이차 인 변환을 일으키고 이는 척수조직의 과 

흥분상태(hyperexcitability)를 만들어 정상 으로 통증을 일으

키는데 여하는 Aβ 섬유가 자발통, 열 통각과민, 그리고 

정 인 이질통과 여러 동 인 기계  이질통을 만들게 된

다. 둘째, 침해성 통각수용체(nociceptor)의 기능이 이질통을 

일으키는 피부분  아래에서 선택 으로 장애를 받는다는 

것이다. C 섬유의 퇴행으로 척수 후각에서 해부학 인 조직

의 재배치는 결국 Aβ 섬유 매개성 이질통을 일으킬 수 있

다. 셋째, 신경조직의 계속 인 염증반응은 일차 인 구심

성 통각수용체에서 딴 곳의 유발 (ectopic discharge)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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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켜 자발통과 이질통을 일으킨다. 이들 과정은 활성화된 

식세포에 의해서 생산된 사이토카인인 tumor necrosis fac-

tor (TNF)-α가 매개하게 된다. 넷째, 신경손상 후 교감신경

계가 구심성 통각 달과정에 여 한다는 것이다. 교감신경

섬유의 활성화는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르아드 날린(nora-

drenalin)을 유리시키고 구심성 신경세포막에 새롭게 표 된 

수용체에 작용은 통각수용체를 감작시켜 결국 교감신경 의

존  통증(sympathetically maintained pain, SMP)을 만들게 된

다 [16,17]. 아드 날린 수용체와 통증의 계 [18]  통증

의 달에 여하는 여러 흥분성 단백질 수용체인 glutamate 

수용체에 한 연구, 그 에서도 특히 칼슘 통로와 연 이 

깊은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의 활성증가가 통

증 달체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9-21) 이처럼 수용체에 한 심은 여러 수용체들의 세포

막에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세포 내 무수히 많은 단백질

의 변화가 결국은 통증 달 경로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최근에는 세포 신호 달체계(cell sig-

naling pathway)에 한 연구가 분자 생물화학 인 기  분

야의 부신 발달과 더불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쥐의 신경병증성 통증모델에서 NMDA 수용

체, Ca2＋- permeable inotropic 수용체와 G-protein coupled 수

용체, β6- integrin 수용체, cytokine 수용체 등의 여러 요소

에 의해서 향을 받게 되는 세포 내 신호 달 단백질 

에 ERK 1/2 MAP kinase와 CREB을 western blots을 통해 정

량 분석 함으로서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발생 기 을 보

다 명확히 하고 치료제로서 lidocaine의 사용 가능성을 알아

보고자 번 실험이 계획되었다.

  Faden과 Simon에 [22] 의하면 척수신경 손상 후 척수 부

에서 증가하는 세포 외 흥분성 아미노산(extracellular ex-

citatory amino acid, EEA)은 수용체를 활성화 시키고 양이온

(cation)의 운동을 증가시키며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

킨다. 결국 EEA 수용체의 활성은 추신경 감작화(central 

sensitization)로 알려진 통증 달 경로에서 척수신경의 과 

흥분 상태를 만들게 된다 [23]. 이와 같은 과정을 장기간 강

화(long- term potentiation, LTP)라 하며 추신경 감작화와 

함께 NMDA 수용체의 활성화를 일으키며 세포 내에서 ad-

enylyl cyclase, protein kinase A (PKA), protein kinase C 

(PKC), calmodulin kinase (CaMK) 등의 단백질을 활성화 시

킨다 [24]. 이 같은 연속단계(cascade)의 자극은 ERK 1/2와 

JNK, p38 등을 포함하는 많은 양의 MAPKs의 활성화를 이

끌게 되고 차례로 사요소(transcription factor)를 인산화 시

키고 유 자의 사과정을 변화시키게 된다. 사요소로서 

오랜 기간 기억에 여하는 CREB의 활성화가 LTP 과정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5]. CREB은 43 

kDa의 핵 사요소로 serine 133 부 에서 인산화(pCREB)를 

통하여 활성화되며 최근 연구에 의하면 말 신경 손상 후 

추신경 감작화 과정의 척수신경 과 흥분상태 시 활성화 

되는 ERK 1/2, p38 MAPK 와 더불어 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 [26-28]. 

  국소마취제는 Gα 단백질의 기능을 방해 함으로서 세포

막에 존재하는 G protein-coupled 수용체의 작용을 억제 한

다 [29]. 따라서 GPCRs와 련되어 있는 많은 수용체와 이

온통로의 작용에 여하게 되는데, 세포 내 신호 단백질인 

PKC와 glutamate transporter (EAAT3),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PI3K)의 활동에 향을 미쳐 NMDA 수용체의 반

응을 억제하기도 하고 [30,31], 세포 내 G 단백질과 ATP 등

에 민감한 Ca2＋  K＋ 통로의 이온 이동을 제한하기도 한

다 [32]. 한 Lahat 등의 [33] 연구에 의하면 lidocaine은 세

포 내 신호 단백질인 nuclear factor-kappa B (NF-kB)의 생성

을 이고 면역  염증반응에 여하는 T 세포의 증식과 

여러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한다. Lidocaine의 항 염증반

응에 한 연구 결과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 쥐의 패 성 

복막염 모델에서 lidocaine의 주입이 장 내 염증반응을 나

타내는 사이토카인인 TNFα와 keratinocyte-derived chemo-

kine (KC)의 농도 감소를 가져 왔다 [34,35]. Pedersen 등에 

[36] 의하면 화상부 에 사용한 EMLA (lignocaine-prilocaine) 

cream이 피하조직의 발진(erythema)을 여주고 통증을 감소

시킨다고 하 다. 뿐만 아니라 국소마취제가 비만세포로부

터 염증반응의 매개물질인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고, 단핵

세포와 다핵세포로부터 leukotriene B-4, interleukin-1의 유리

를 여 다고 하 다 [37]. 국소마취제인 lidocaine은 나트

륨 통로에 작용하여 유해한 통증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항 

염증반응에 의한 요 장기에 한 보호 작용이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우리는 통증의 달을 차단하고 항 염증반응  

여러 세포 내 신호 단백질에 향을 미치는 lidocaine의 지

속  주입으로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으로의 발병을 여  

수 있고 질환에 한 치료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신경병증성 통증 시에 특징 으로 증가한다고 알려진 세포 

내 신호 단백질의 감소를 확인하고자 하 다. 

  결론 으로 번 실험의 결과를 살펴볼 때 쥐의 척수신

경 결찰로 유발된 신경병증성 통증모델에서 세포 내 신호

달 단백질인 ERK 1/2 MAP kinase 와 CREB의 의미 있는 

증가를 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역으로 ERK 1/2 MAP kin-

ase 와 CREB 단백질을 포함하는 세포 내 여러 반응들이 신

경병증성 통증을 만드는데 여 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신경병증성 통증 상태에서 치료제로 사용된 lidocaine은 증

가된 ERK 1/2 MAP kinase와 CREB 단백질을 의미 있게 감

소시켜 주었다. 따라서 lidocaine의 GPCRs를 통한 만성 통증

으로의 진행과정 억제와 더불어 항 염증효과, 유해한 자극

의 차단 효과가 신경병증성통증의 발병을 여 으로써 



 Joo et al：리도 인의 ERK 1/2와 CREB 단백질 억제

323

신경병증성 통증으로의 발  가능성이 상되는 환자와 극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모두에게 유용한 약제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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