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Introduction

최근 연구에서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교세포가 신경병성통증

(neuropathic pain) 유발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1,2]이 알려지면

서 신경손상 후 유발되는 만성통증 발생기전에 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만성통증의 발생기전은 말초신경을 묶

거나 자르거나 하여 신경손상을 유발하거나 척수신경을 손상시켜서 척

수에 존재하는 신경교세포를 활성화하게 되고 이어서 다양한 화학물질

들이 유리되어 유발한다[3-7]. 특히 활성화된 신경교세포는 염증과 관

련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cytokine)이나 키모카인(chemokine)을 유

리하고, 유리된 화학물질들은 신경교세포나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수용

기와 결합하여 통증전도를 증가시키는 것[2,8,9]으로 알려져 있다. 이

러한 실험결과는 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이 말초신경 손상 후 나

타나는 신경병성통증 유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phrine (Eph) 수용기는 tyrosine kinase군에 속하는 수용기로서 

세포막에 존재하여 인접세포와 결합하여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기이다[10]. 일반적으로 신경이 손상되면 신경세포(neu-

ron), 별아교세포(astrocyte), 희소돌기아교세포(oligodendrocyte)에

서 Eph 발현이 증가한다[11]고 알려져 있다. 특히 Ephrin type-A4 

(EphA4) 수용기는 실험동물에서 중추신경계가 손상되면 별아교세포에

서 발현이 증가[12]되고, 척수신경 손상 시 별아교세포의 활성화를 조

절한다[13]. 또한 EphA4 수용기를 실험동물에서 제거하거나 차단하면 

척수신경 손상 후 나타나는 신경재생과 기능회복을 촉진[12,13]하였으

며, 허혈에 의해 나타나는 해마의 피라미드 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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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4]. 이러한 실험결과는 EphA4 수용기가 신경손상 후 나타나는 

신경재생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연구에서 Eph 수용기나 수용기에 반응하는 리간드(ligand)인 

Eph이 만성통증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EphB 

수용기 억제제인 EphB1-Fc을 척수로 주입하면 포르말린에 의해 나타

나는 통증반응이나 신경병증성 통증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15]. 본 연

구실에서 수행한 이전 실험에서 또한 EphA4 수용기 억제제인 EphA4-

Fc나 EphA4 siRNA를 소뇌연수조(intracisternal)로 주입하여 EphA4

발현을 억제하면 얼굴영역에서 신경손상으로 발생하는 신경병성통증을 

유의하게 억제함을 확인하였다[16]. 이러한 실험결과는 중추신경계에

서 Eph와 관련되는 경로가 만성통증 유발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경병성통증의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중추성 감작도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17].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기는 중

추성 감작을 통하여 만성통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수용기 중의 하나이

다. 최근 연구결과들은 NMDA 수용기의 NR2 subunits이 장기강화나 

중추성 감작에 중요하다[18,19]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NMDA

수용기의 glycine site에 결합하면서 co-agonist로서 작용하는 물질

인 D-serine [20]이 NMDA 수용기를 활성화하여 통증을 증가시키

는[21-23] 역할을 함으로써 만성통증 발생에 중요하게 관여한다[24]

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D-serine과 

NR2 subunits을 연결하는 신호조절기전이 신경병성통증과 같은 만

성통증 발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D-

serine과 NR2 subunits이 EphA4 신호조절에 관여하여 신경병성통

증을 유발시키는지에 연구는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신경병성통증 발생에 중요

하게 관여하는 EphA4를 통한 신호조절에 D-serine과 NR2 subunits

이 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먼저 아랫니틀신경(mandibu-

lar) 손상으로 나타나는 신경병성증성통증이 EphA4를 차단하였을 때 

나타나는 진통작용을 관찰하였다. 신경손상 후 삼차신경 척수감각핵 꼬

리핵(trigeminal subnucleus caudalis)에서 D-serine과 NR2에 면

역 염색되는 신경세포 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EphA4를 차단하였을 

때 D-serine과 NR2 함유 신경세포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또한 D-serine을 차단하였을 때 신경병성통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Materials and Methods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수컷 Sprague-Dawley계 흰쥐(230–280 g)를 사용하

였고,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동물실에서 일정한 온도와 12시

간 주/야 빛 순환주기를 갖는 환경에서 실험동물용 사료와 물을 자유롭

게 공급하여 사육하였다.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실험동물위원회의 승인

(2015-0053)을 얻었으며, 의식이 있는 동물실험에 관한 세계통증연

구학회의 윤리적 규정을 준수하였다. 모든 행동반응의 측정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수행하였다. 

2. 악안면 신경병성통증 동물모델 

실험동물은 ketamine (40 mg/kg)과 xylazine (4 mg/kg) 혼합액으

로 근육으로 주사하여 마취한 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

게 수술을 실시하였다[25,26]. 아래턱 좌측 제2대구치를 발거하고, 아

래이틀신경 손상을 유발하기 위해 작게 만든 임플란트(직경 1 mm, 길

이 4 mm, MegaGen, Daegu, Korea)를 발치된 부위에 식립하였다. 

대조군은 아래턱 좌측 제2대구치를 발거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

았다. 실험이 종료된 후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아래이틀신경을 손상시킨 

것을 확인하였고, 확인된 실험동물만 실험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소뇌연수조 내 약물주입

소뇌연수조로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하였다. 약물을 주입

하기 3일 전 실험동물을 ketamine (40 mg/kg)과 xylazine (4 mg/

kg) 혼합액으로 마취하여 뇌정위고정장치(model 900; David Kopf 

Instruments,Tujunga, CA, USA)에 머리를 고정하였다. 두경부 피

부의 일부를 절개하고, 후두골로부터 근육을 박리하여 고리뒤통수막

(atlantooccipital membrane)의 일부를 노출시켰다. 주사기 바늘(27 

gauge)을 사용하여 막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소뇌연수조로 약물을 주

입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방법[27-30]에 따라 폴리에틸렌 관(PE10; 

Clay Adams, Parsippany, NJ, USA)을 삽입한 뒤 접착제로 고정시켰

다. 폴리에틸렌관은 두개골 부위로 빼내어 금속 나사못과 치과용 레진

을 사용하여 머리에 고정하였다. 실험동물을 72시간 동안 회복시킨 다

음 약물을 주입하였다. EphA4 수용기 억제제인 EphA4-Fc를 0.1 또

는 1 μg 농도로, D-serine을 파괴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는 D-amino 

acids oxidase (D-AAO)를 2 또는 5 unit 농도로 임플란트 식립 3일 

뒤 소뇌연수조로 주입한 다음 이질통증을 평가하였다. 

4. 안면 이질통증의 평가

행위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실험동물이 목을 빼내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투명한 플라스틱 관찰용 통에 한 마리씩 넣어 안면영

역에 공기자극(air-puffs)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물실험은 밝지 

않으면서 조용한 곳에서 최소 30분 이상 동물을 안정화시킨 다음 실험

을 실시하였다. 안면영역에 가해지는 연속된 10회의 공기자극(4초 동

안의 지속시간, 10초의 간격)에 반응하여 머리를 회피하거나 깨무는 등

의 공격적인 행동을 통증 행위반사의 평가기준으로 삼았다[31-34]. 

공기자극 세기와 간격은 pneumatic pump module (BH2 system, 

Harvard Apparatus, Holliston, MA, USA)로 조절하였다. 공기자극

은 금속관(26 gauge, 10 cm)을 통해 피부로부터 1 cm 떨어진 곳에서 

90° 각도로 적용하였다. 자극의 역치는 총 시도한 횟수에서 50% 이상

의 반응을 보인 경우로 평가하였으며[35-37], 40 psi 이상의 자극에서

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극을 중지하였다. 정상적인 동물(naive)

은 40 psi 이하의 압력에서는 어떠한 통증 행위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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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역조직화학염색

실험동물(n = 6 per group)은 수술 후 9일째에 0.9% 생리식염수

로 관류하고, 0.1 M phosphates buffer (pH 7.4)에 용해시킨 4% 

paraformaldehyde로 고정하였다. 숨뇌뒷뿔(caudal medulla)을 적

출하여 동일한 고정액으로 4℃에서 24시간 동안 후고정한 뒤 조직을 

다시 4℃에서 30% sucrose 용액에 24시간 두었다. 그 후 조직을 얼

린 뒤, 미세조직절단기를 이용하여 30 μm 두께로 잘랐다. 이어서 비특

이성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phosphate buffered 

saline 용액에 0.2% Triton X-100, 5% goat serum을 첨가하여 실

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은 1차 항체인 D-

serine (1:400;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 

혹은 NR2 (1:1,000, EDM Millipore, Temecula, CA, USA)를 4℃에

서 24시간 반응시킨 다음, 2차 항체인 Alexa 555-conjugated rabbit 

IgG antibodies (1:200,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실온

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이중면역염색을 위하여 mouse anti-GFAP 

(1:10,000, Cell Signaling Technology)을 반응시킨 다음 Alexa 

488-conjugated anti-mouse IgG antibody (1:200, Invitrogen)

를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발색된 절편은 형광현미경(BX 41 and U-

RFL-T; Olympus, Tokyo, Japan)으로 관찰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미지 분석은 software인 I-solution (Innerview Co., Seongnam, 

Kore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통계분석

실험결과 중 행위반응의 통계분석은 다중 그룹에서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post-hoc test에 의한 반복측정자료의 분산분석법과 면역

염색에 따른 발현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인 비교를 위해 통계적 유의성의 표준값은 p ＜ 0.05로 설정하였

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 오차(standard error of the mean)로 표

시하였다. 

ResultsResults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삽입한 임플란트에 의해 아래이틀신경을 손상

시켜서 나타나는 실험동물의 통증 행위반응을 평가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제2대구치를 발거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은 대조군

에서는 이질통증을 평가하는 공기자극역치(air-puffs thresholds)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에 의해 신경이 손

상된 실험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볼 때 공기자극 역치가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p ＜ 0.05). 이때 나타나는 기계적 이질통증은 수술 후 1일째

에 발현하여 수술 후 35일까지 지속되었으며 수술 후 40일째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2는 EphA4 수용기 억제제인 EphA4-Fc를 소뇌연수조로 주

입한 다음 신경손상에 의해 유발되는 이질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관

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신경손상 후 3일째, EphA4 수용기 억제제

인 EphA4-Fc 1 μg를 소뇌연수조로 주입한 다음 나타나는 반응을 

vehicle을 주입한 군과 비교하였을 때, 1 μg EphA4-Fc을 주입한 군

에서 신경손상에 의해 유발되는 이질통증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p ＜ 

0.05). 그러나 낮은 농도인 0.1 μg EphA4-Fc를 주입하였을 때는 신

경손상에 의해 유발되는 이질통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D-serine이 소뇌연수조로 투여한 EphA4-Fc에 의해 나타나는 진통

작용에 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경손상 후 3일째 되는 날 신경병

성통증이 유발된 실험동물에서 D-serine을 형광면역염색을 실시하였

0

40

30

20

10

A
ir
-p

u
ff

th
re

s
h
o
ld

s
(p

s
i)

Postoperative time (day)

0

*

40

Sham
MDI

5 10 15 20 25 30 35

*
*********

*

Fig. 1. Changes in the air-puff thresholds after an inferior alveolar nerve 
injury by a mal-positioned dental implant (MDI). Inferior alveolar nerve in-
jury produces significant attenuation of air-puff thresholds compared to the 
sham-operated groups. The cut-off pressure was 40 psi and sham animals 
did not respond to pressures below 4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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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ffects of treatment with EphA4-Fc, an EphA4 receptor inhibi-
tor, on mechanical allodynia produced by an inferior alveolar nerve injury. 
On postoperative day 3, intracisternal administration of 1 μg EphA4-Fc pro-
duced anti-allodynic effects. Neither vehicle nor low dose of 0.1 μg EphA4-
Fc produce anti-allodynic effects. 
*p < 0.05, vehicle- vs. EphA4-Fc-treated group. There were eight animals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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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뇌연수조로 vehicle과 1 μg EphA4-Fc를 주입하여 D-serine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Fig. 3). 이중면역염색법으로 염색한 

결과 D-serine을 함유한 신경세포는 별아교세포를 나타내는 GFAP 염

색과 같이 나타났다. 임플란트에 의해 아래이틀신경이 손상된 실험동물

에서는 삼차신경 척수감각핵 꼬리핵에서 아래이틀신경이 투사하는 영

역에 D-serine을 함유하는 신경세포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증가

한 D-serine 함유 신경세포는 소뇌연수조로 주입한 1 μg EphA4-Fc

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 꼬리핵에서는 D-serine의 형광

면역 반응의 증가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신경손상 후 별아교세포에서 증가한 D-serine이 신경병성통증 발생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경손상 후 3일째 되는 날 D-AAO

를 소뇌연수조로 주입한 다음, 신경손상에 의해 유발되는 이질통증을 

관찰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2 또는 5 unit의 농도로 투여한 

D-AAO군은 vehicle을 투여한 군과 비교하였을 때 신경손상에 의해 

나타나는 이질통증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p ＜ 0.05). 약물의 효과는 

주입 10분 이후부터 진통효과를 나타내었으며 2 unit는 주입 후 50분

까지, 5 unit는 90분까지 지속되었다.

EphA4-Fc에 의해 나타나는 진통작용이 NR2 subunits에 관여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경손상 후 3일째 되는 날 소뇌연수조로 vehicle

과 1 μg EphA4-Fc를 각각 주입 후 조직을 적출하여 삼차신경 척수감

각핵의 꼬리핵에서 NR2 수용기를 형광면역염색을 실시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면역염색된 NR2 subunits을 함유하는 신경세포를 대조군

과 vehicle군을 비교하여 볼 때 신경손상 후 vehicle을 주입한 군에서 

NR2 subunits에 반응하는 신경세포 수가 삼차신경 척수감각핵 꼬리핵

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5). 

신경손상 후 vehicle을 주입한 군과 1 μg EphA4-Fc를 주입한 군을 

비교하여 볼 때 증가된 NR2 subunits를 발현하는 신경세포는 소뇌연

수조로 주입한 1 μg EphA4-Fc군에서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5). 

Fig. 3. The effects of intracisternal treatments 
with EphA4-Fc on the expression of D-serine. 
D-serine positive signals were rare in the 
medullary dorsal horn of naive rats. Inferior 
alveolar nerve injury increased D-serine ex-
pression on postoperative day 3. The up-reg-
ulation of D-serine expression was reduced 
following treatments with 1 μg EphA4-Fc. 
Most of the D-serine immunoreactive signals 
were co-localized with an astrocyte marker, 
GFAP. Square box is the magnified images 
of the arrow. There were six animals in each 
group. Scale bar, 100 μm. 
MDI, mal-positioned dental implant; GFAP,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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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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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Discussion

아래이틀신경의 손상은 악안면 영역에서 이질통증을 유발시켰고 삼

차신경 척수감각핵의 꼬리핵에서 D-serine과 NR2 subunits의 발현

을 증가시켰다. EphA4를 차단하면 이질통증이 감소하였으며, 발현이 

증가된 D-serine과 NR2 subunits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EphA4 차단으로 유발되는 진통작용에 D-serine과 NR2 subunits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추신경계에서 Eph 수용기와 수용기에 작용하는 리간드인 Eph은 

주로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그리고 신경과 신경교세포 사이에서 시냅

스 형성과 조절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39]. 최

근 연구에서 EphA4/EphA3 신호조절은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 사

이 글루탐산염을 함유한 시냅스에서 장기강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40]. 일반적으로 EphA에 의한 신호경로는 해마에서 나타나

는 시냅스의 형성과 조절 등 신경가소성에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으

며[40,41], 신경근육에 존재하는 시냅스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42]. 일반적으로 신경세포나 신경교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EphA4/EphB3 수용기와 관련된 리간드는 양방향으로 신호를 조절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 본 연구에서 아래이틀신경 손상은 실험동

물에서 유의한 이질통증을 유발하였고, EphA4를 차단하면 유의하게 

이질통증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아래이틀신

경 손상으로 나타나는 이질통증이 삼차신경 척수감각핵의 꼬리핵에서 

EphA4의 발현을 억제하면 이질통증도 유의하게 억제한 실험결과[16]

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신경손상으로 유발하는 이질통증은 

EphA4 발현을 조절하면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신경병성통

증 치료에 EphA4 발현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아래이틀신경 손상으로 이질통증이 유발된 삼차신경 척

수감각핵 꼬리핵에서 D-serine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발현이 증가

된 D-serine은 별아교세포의 마커인 GFAP와 같이 발현되었다. 이러

한 실험결과는 신경손상으로 유발된 이질통증에 별아교세포에서 발현

이 증가된 D-serine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D-serine을 파괴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는 D-AAO

를 소뇌연수조로 주입하면 아래이틀신경 손상으로 유발되는 이질통증

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나아가 EphA4-Fc를 소뇌연수조로 주입하여 

EphA4 수용기를 차단하면 신경손상으로 유발되는 이질통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삼차신경 척수감각핵 꼬리핵의 D-serine 발현도 유의하

게 억제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신경손상으로 유발되는 이질통증에 

EphA4 수용기를 통한 신호조절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D-serine이 관

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추신경계에서 D-serine이 통증조절에 관

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도 일부 보고되었다. D-serine은 

통증조절에 중요한 별아교세포에서 발현되며[44] 시냅스의 장기강화에 

작용하여 통증을 조절하고[45], 나아가 D-serine을 주입하면 NMDA 

수용기를 활성화시켰다[21]. 이러한 실험결과는 중추신경계에서 D-

serine이 신경손상으로 유발하는 만성통증 유발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결과에서 EphA4 수용기를 

차단하면 이질통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D-serine의 발현을 유의하

게 억제한 실험결과와 종합해 보면 신경손상으로 유발되는 이질통증에 

EphA4 수용기를 통한 D-serine의 조절기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

며, 이러한 경로를 조절하면 신경병성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NMDA 수용기는 척수 수준에서 신경병성통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46,47]. 기능적으로 NMDA 수용기는 NR1과 NR2 

subunits으로 구성되어 있다[48]. 최근 연구에서 NR2 subunits이 통

증 전도와 조절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척수후각에 발현하며[49], 글루탐

산염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 신호조절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50]는 실

험 결과는 NR2 subunits이 통증 발생과 전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래이틀신경 손상으로 삼

차신경 척수감각핵 중 꼬리핵의 척수후각 바깥부위에 NR2 subunits

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EphA4를 차단하면 증가된 NR2 

subunits의 발현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신경손상

으로 유발되는 만성 신경병성통증 유발에 EphA4 신호조절이 중요하며 

이때 NR2 subunits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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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ffects of treatments with EphA4-Fc on the NR2 expression on postoperative day 3. (A) Inferior alveolar nerve injury produced upregulation of 
NR2 expression in the medullary dorsal horn. The upregulated NR2 expression was reduced after intracisternal administration of 1 μg EphA4-Fc. Scal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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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 EphA4/EphB3 수용기나 EphB3가 별아교세포에서 D-

serine 유리에 중요하게 작용하고[51], D-AAO가 결핍된 실험동물에

서 NMDA에 의해 유도되는 통증반응이 증가한다는 실험결과[52]로 미

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신경손상으로 발현이 증가된 D-serine과 NR2 

subunits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이틀신경 손상은 실험동물에서 이질통

증을 유발하였고 삼차신경 척수감각핵의 꼬리핵에서 D-serine와 NR2 

subunit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EphA4를 차단하면 이질통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발현이 증가된 D-serine와 NR2 subunit을 억제하였다. 

나아가 D-serine을 억제하는 D-AAO를 소뇌연수조로 주입하면 신경

손상으로 유발되는 이질통증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이러한 실험결과

는 EphA4를 억제하여 나타나는 진통작용에 D-serine과 NR2 sub-

unit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보여주며, 향후 새로운 진통제

의 개발에 EphA4 경로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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