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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midate가 Xenopus Oocyte에 발현된 글루탐산염 운반자
EAAC1의 활성도에 미치는 효과: Protein Kinase C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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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Etomidate on the Activity of Glutamate Transporter EAAC1
Expressed in Xenopus Oocytes: The Role of Protein Kinase C
Chong-Soo Kim, M.D.*†, Jung-Yeon Yun, M.D.*, and Sang-Hwan Do,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Seoul City Boramae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Glutamate transporters play a key role of removing extracellular glutamate which is
the major excitatory neurotransmitter. Increased activities of glutamate transporter, EAAC1 were observed in volatile anesthetics, lidocaine and propofol.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tomidate on the
glutamate transporter EAAC1 and the role of protein kinase C (PKC) in mediating these effects.
Methods: EAAC1 was expressed in Xenopus oocytes by injection of EAAC1 mRNA. After 3 dayincubation, Xenopus oocytes were exposed to 0.03-10μM of etomidate for 3 min. Using two-electrode
voltage clamp, membrane currents were recorded after the application of L-glutamate (30μM). Responses
were quantified by integration of the current trace.
Results: Etomidate decreased glutamate-induced inward current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Etomidate at 1μM significantly decreased Vmax, but not Km of EAAC1 for glutamate. The combination
of staurosporine, an inhibitor for PKC, and etomidate did not decrease the response further compared
with staurosporine or etomdiate alone. Phorbol-12-myrisate-13-acetate, a PKC activator, abolished the
etomidate-reduced EAAC1 activity.
Conclusions: Our results demonstrated that etomidate, possibly via PKC, decreased EAAC1 activity
at clinically relevant concentration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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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글루탐산염 운반자(gluta-

서

mate transporter)는 신경세포 및 신경교세포의 세포막

론

에 분포되어 있는 막단백질이다. 생리적인 상태에서
글루탐산염(glutmate)은 중추신경계의 주요 흥분성

글루탐산염 운반자는 세포외의 글루탐산염을 세포

신경전달물질이며, 세포외액의 농도가 높을 경우 신

내로 운반하여 신경전달을 조절하고 신경손상을 예
1)

방한다.

현재까지 다섯 아형의 글루탐산염 운반자가

밝혀져 있다(EAAT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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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T

(glutamate-aspartate

transporter; EAAT1)와 GLT (glutamate transporter; EAAT2)는 신경교세포에 분포하며, EAAC1 (excitatory
amino acid carrier 1; EAAT3)과 EAAT4는 신경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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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AAT5는 망막에 분포한다. GLAST 및 GLT가

속도로 20초간 고정된 oocyte 위로 관류 시켰다. L-

중추신경계 내에 분포영역이 훨씬 더 넓고 실제 글

글루탐산염으로 인한 내향성 전류는 총 1분간(기본

루탐산염의 이동에 있어서도 더욱 큰 역할을 하는데

값 5초, L-글루탐산염 관류 20초, 이후 Tyrode's 용액

비해 주요 신경세포성 글루탐산염 운반자인 EAAC1

에 의한 세척 35초) 125 Hz의 빈도로 측정되어 기록

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

되도록 하였다. 반응값은 전류의 변화를 시간 변수

다. 하지만, EAAC1의 기능부전은 간질발작과 연관이

로 적분하여 microCoulombs (μC) 단위로 표시하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또한 EAAC1은 신경세

다. 이 값은 세포 내로 이동한 글루탐산염의 양을

포 내에서 γ-aminobutyric acid의 전구물질을 제공함

반영한다. 각 실험은 적어도 3마리 이상의 개구리로

으로써 억제성 신경전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

부터 추출된 oocyte에서 진행하였다.

4)

다.

Etomidate는 Tyrode 용액으로 희석하여 최종농도

마취제의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으로는 억제성 신

를 0.03-10μM로 맞추었다. 대조군에서는 반응 측

경전달의 활성화 또는 흥분성 신경전달의 억제 등이

정전에 Tyrode 용액으로 oocyte를 4분간 관류시켰다.

제시되어 왔다.5) 글루탐산염이 주요 흥분성 신경전

Etomidate 군에서는 처음 1분간 Tyrode 용액으로 관

달물질이므로 글루탐산염의 분비, 흡수, 신호전달 등

류하고 이후 3분간 Etomidate가 첨가된 Tyrode 용액

흥분성 신경전달과정에 미치는 마취제의 효과가 중추

으로 관류한 후 반응을 측정하였다. Etomidate가 글

신경계에 미치는 마취제의 최종 효과에 중요할 것으로

루탐산염에 대한 EAAC1의 Km 값과 Vmax 값에 미치

생각된다. 이전 연구에서 정맥마취제인 propofol은 임상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농도(3, 10, 30, 100,

6)

thiopental과

300μM)의 글루탐산염에 대한 막전위의 변화를 측정

ketamine은 주요 신경교세포성 EAAT인 GLT의 활성

하였다. Etomidate 지방 유제를 용매로 한 임상제형

농도에서 GLT의 활성도를 증가시켰으며,
7)

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Etomidate-Lipuro

Ⓡ

injection)을 사용하였다. 용매 대

정맥마취제의 하나인 etomidate가 EAAC1의 활성도

조실험은 30μM propofol과 정확히 같은 농도의 지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또한 이 과정

방 유제(Intralipid 20%, Pharmacia, Clayton, NC)를 이

중에 세포 내 조절효소인 protein kinase C (PKC)가

용하였다. EAAC1 활성도에 대한 PKC 억제제의 영

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향을 보기 위해 oocyte를 PKC 억제제인 staurosporine
(2μM, 1 h)으로 전처치한 후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EAAC1에 대한 PKC 활성화의 영향을 알기 위

대상 및 방법

해 미리 oocyte를 phorbol-12-myristate-13-acetate (PMA,
Xenopus oocyte의 추출, 사전 준비작업 그리고
8)

EAAC1 mRNA 미세주입은 Do 등에

의해 기술된

50 nM, 100 nM)로 10분간 노출시킨 후 etomidate에
의한 EAAC1의 활성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EAAC1 cDNA는 Dr M.A.

분자 생물학적 방법사용에 이용되는 재료들은 Pro-

Hediger (Brigham and Women's Hospital, Harvard In-

mega (Madison, WI, USA)에서, 그리고 다른 화학 약

stitutes of Medicine, Boston, MA)로부터 제공 받았다.

물들은 특별히 표시한 것 이외는 모두 Sigma (St.

o

실험은 약 21-23 C의 실온에서 진행되었다. 약 0.5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반응의 결과는 평

ml 부피의 기록용 홈(recording chamber)에 난포가 제

균 ± SEM으로 표시하였다. EAAC1 단백질 발현의

거된 oocyte 1개를 넣은 후 3 ml/min의 속도로

정도에 따라 oocyte batch마다 반응의 차이가 크게

Tyrode 용액(containing in mM: NaCl 150, KCl 5,

나타나므로, 반응의 결과는 각 batch 마다 같은 날의

CaCl2 2, MgSO4 1, dextrose 10 and HEPES 10, pH

대조군 값으로 표준화시켰다. 각 군간의 차이는

adjusted to 7.5)을 관류시켰다. 기록용 미세전극의 저

Student's t-test 또는 Student-Newman-Keuls로 보정된

항은 1-3 MΩ이었으며 3 M KCl을 채워서 측정에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사용하였다.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간주하였다.

Oocyte는

Warner

Oocyte-clamp

OC

725-C를 이용하여 전압 -70 mV로 고정하였다. L글루탐산염은 Tyrode's 용액에 희석한 후 3 ml/m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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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midate 농도에서 최대감소를 보여, 이후의 실험에

결

서는 이 농도의 etomidate를 사용하였다. 여러 농도의

과

L-glutamate에 대한 etomidate의 영향을 보는 실험에서
Intralipid를 이용한 용매 대조실험에서 propofol은

etomidate는 다섯 농도의 L-glutamate 중 30, 100, 300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 etomidate는

μM의 세 농도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Fig.

농도의존적으로 EAAC1의 활성도를 감소시켰으며

2), 역학분석(kinetic analysis) 결과 1μM etomidate는

(IC50; 0.17μM), 0.1μM 이상의 농도에서는 통계적으

Vmax는 유의하게 감소시킨 반면 (3.1 ± 0.2 → 2.3

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P＜0.05, Fig. 1). 1μM의

± 0.2μC, n = 13, P ＜ 0.05), Km에는 유의한 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 (27.7 ± 7.6 → 19.9 ± 5.0μM, n
= 13, P ＞ 0.05).

Ratio (vs control)

1.0

2μM staurosporine에 전처치한 결과 EAAC1의 활
성도는 감소되었다(1.0 ± 0.1 → 0.7 ± 0.1, n = 13

0.9

-15, P ＜ 0.05, Fig. 3). Staurosporine과 etomidate에

0.8

동시에 노출시킨 결과 역시 EAAC1의 활성도는 유

*

*

의하게 감소하였으나(1.0 ± 0.1 → 0.6 ± 0.1, n =

0.7

13-15,

0.5

*

*

0.6

*

P

＜

0.05),

Staurosporine군,

etomidate군,

staurosporine- etomidate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 ＞ 0.05, n = 13-15)(Fig. 3). 따라서, staur-

Control 0.03

0.1

0.3

1

3

10

Etomidate concentration (µM)

osporine과 etomidate 간에 EAAC1의 활성도 감소에
있어서 부가적 또는 상승적 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

Fig. 1. Effects of etomidate on EAAT3 responses to 30
μM L-glutamate. Data are means ± SEM (n = 21-23).
*: P ＜ 0.05 compared to control.

이며, 이것은 이 두 약제가 EAAC1의 활성도에 대해
같은 기전으로 작용하는 것을 시사한다. 50 nM
PMA는 EAAC1의 활성도에 별다른 변화를 초래하지
못했으나(1.1 ± 0.1 vs 1.0 ± 0.1, P ＞ 0.05, n =

3µM

10µM

30 µM

100 µM

300µM

12), etomidate에 의한 EAAC1의 활성도 감소(0.7 ±
0.1, n = 12, P ＜ 0.05 vs. control)를 완화시켰다(0.9

3

Control

2

*

Etomidate

*
1

0

0

100

200

1.2

*
Ratio (vs control)

Responses (µC)

1.4

300

L-glutamate (µM)

Fig. 2. Dose-response curves of EAAT3 to glutamate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1μM etomidate. (Top) Typical
current traces induced by the application of L-glutamate
are shown. Data are means ± SEM (n = 13). *: P ＜
0.05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controls.

1.0
0.8
0.6
0.4
0.2
0.0

Control Etomidate Stauro Etomidate
+stauro

Fig. 3. Effects of protein kinase C (PKC) inhibition on
EAAT3 activity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1μM
etomidate. Stauro; staurosporine. Data are means ± SEM
(n = 18-20). *: P ＜ 0.05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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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4
Ratio (vs control)

를 찾아내기 위해 간질을 유발시키는 목적으로 유용

PMA 50 nM
PMA 100 nM

하게 사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실제 이 약제의 간질

*

14)

유발효과는 뇌전도에 의해 확인되어 왔다.

1.2

비록

etomidate에 의한 간질 유발기전은 아직 정립되어 있

1.0
0.8

*

*

지 않으나 etomidate의 용량과 투여속도에 따라 특정

0.6

임상조건에서 이 약제의 간질에 대한 두 가지 상반

0.4

되는 효과 중 어느 것이 나타날지 결정되는 것으로

0.2

생각된다.

0.0

의

15)

Control Etomidate

PMA

PMA+
etomidate

최면상태(hypnosis)를 초래하는 etomidate

혈장농도는

300-500

ng/ml로서

16)

1.2-2μM에

해당되며, 본 연구에서 EAAC1의 활성도를 감소시킨
농도범위에 포함된다. 쥐를 이용한 실험모델에서

Fig. 4. Effects of protein kinase C (PKC) activation on
EAAT3 activity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1μM
etomidate. PMA: phorbol-12-myristate-13-acetate. Data
are means ± SEM (n = 12-13). *: P ＜ 0.05 compared
to control.

etomidate를 0.3 mg/kg를 정주했을 때 20초 후에 뇌
전도상 간질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etomidate의 최대
혈장농도는 1,600 ng/ml (6.4μM)로서 역시 본 연구
에서 EAAC1의 활성도를 감소시킨 농도범위에 포함
된다.14) 치료불응성 경련중첩증(refractory status epi-

± 0.1, n = 14, P ＞ 0.05 vs. control)(Fig. 4). 100

lepticus) 환자에서 etomidate의 간질억제효과는 대뇌

nM PMA는 그 자체로 EAAC1의 활성도를 증가시켰

피질이 상당히 억제되는 경우에 관찰되며,

으며(1.3 ± 0.1, n = 13, P ＜ 0.05 vs. control), 50

작용은 많은 흡입마취제나 정맥마취제 등에서도 보

nM에서와 마찬가지로 etomidate에 의한 EAAC1의 활

이며, etomidate만의 특이효과가 아니라 깊은 마취에

성도 감소를 상쇄시켰다(1.1 ± 0.1, n = 12, P ＞

의한 작용일 수 있다.

13)

이러한

Barbiturate와 마찬가지로 etomidate는 뇌대사율, 뇌

0.05 vs. control)(Fig. 4).

혈류 및 뇌압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etomidate가 뇌

고

보호제인지 또는 뇌손상제인지는 불확실하다. Etomi-

찰

date가 뇌동맥류 수술 시 뇌보호효과를 나타낼 수
+

+

EAAT는 글루탐산염과 함께 Na , K

등의 이온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17)

최근의 연구에서는 반대로

을 같이 이동시켜 막전위의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

nitric oxide 신호전달을 감소시켜 넓은 범위의 뇌손

서, 이러한 막전위의 크기는 섭취된 글루탐산염의

상을 초래한 결과가 발표되었다.18) 본 연구에서 eto-

양을 반영하므로 글루탐산염에 의해 유도되는 막전

midate에 의한 EAAC1 활성도의 감소는 etomidate가

위의 측정은 여러 연구에서 EAAT의 활성도를 정량

뇌손상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중추신경계

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9-11)

의 글루탐산염 섭취에 있어서 EAAC1 보다는 glial

본 연구진에 의한 과거의 연구에서 흡입마취제,
lidocaine, propofol 등은 EAAC1의 활성도를 증가시
켰었으나,

6,8,12)

본 연구에서 etomidate는 용량의존적으

로 EAAC1의 활성도를 감소시켰다. EAAC1 활성도

EAAT인 EAAT1과 EAAT2의 역할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1)

중추신경계내의 글루탐산염 항상

성에 미치는 etomidate의 역할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 감소는 세포외 글루탐산염 농도의 증가를 초래하

세포 내 영역과 세포 표면의 원형질막 사이의 E-

여 글루탐산염성 신경전달(glutamatergic neurotrans-

AAC1 trafficking은 EAAC1의 활성도를 조절하는 주

mission)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EAAC1은 etomi-

요 기전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이 조절기전으로

date의 마취작용을 나타내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

인해 glutamate에 대한 Km 값의 변화없이 Vmax의 변

각된다.

화를 초래한다.1) 이미 여러 종류의 마취제의 EAAC1

Etomidate는 간질 억제작용이 있지만,

13)

간질환자

의 수술적 치료 시 간질을 유발하는 대뇌피질 부위

에 대한 작용양상이 Km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Vmax의 증가라고 알려져 있다.

6,8,12)

본 연구에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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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 etomidate에 의해 Vmax는 감소하고 Km은 변하지
않아, etomidate가 glutamate에 대한 EAAC1의 친화력
(affinity)를 변화시킨다기보다는 EAAC1의 가용 숫자
나 회전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staurosporine에 의한 PKC 억제는
EAAC1의 활성도를 감소시켰다. 하지만, EAAC1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staurosporine과 etomidate 사이에 부가적 또는 상승적 상호작용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etomidate는 PKC를 경유하여 EAAC1에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소
견은 etomidate에 의한 EAAC1의 활성도 감소가 PKC
활성제인 PMA에 의해 상쇄된 점을 감안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요약하면, etomidate는 임상적으로 유효한 농도에
서 EAAC1의 활성도를 농도의존적으로 감소시켰으
며, 여기에는 PKC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추
신경계에서 EAAC1의 역할을 감안하면, etomidate가
EAAC1에 미치는 이러한 효과는 etomidate의 간질유
발작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Danbolt NC: Glutamate uptake. Prog Neurobiol 2001;
65: 1-105.
2. Crino PB, Jin H, Shumate MD, Robinson MB, Coulter
DA, Brooks-Kayal AR: Increased expression of the
neuronal glutamate transporter (EAAT3/EAAC1) in
hippocampal and neocortical epilepsy. Epilepsia 2002;
43: 211-8.
3. Gorter JA, Van Vliet EA, Proper EA, De Graan PN,
Ghijsen WE, Lopes Da Silva FH, et al: Glutamate
transporters alterations in the reorganizing dentate
gyrus are associated with progressive seizure activity
in chronic epileptic rats. J Comp Neurol 2002; 442:
365-77.
4. Sepkuty JP, Cohen AS, Eccles C, Rafiq A, Behar K,
Ganel R, et al: A neuronal glutamate transporter
contributes to neurotransmitter GABA synthesis and
epilepsy. J Neurosci 2002; 22: 6372-9.
5. Little HJ: How has molecular pharmacology contributed
to ou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s) of general
anesthesia? Pharmacol Ther 1996; 69: 37-58.

6. Do SH, Ham BM, Zuo Z: Effects of propofol on the
activity of rat glutamate transporter type 3 expressed
in Xenopus oocytes: the role of protein kinase C.
Neurosci Lett 2003; 343: 113-6.
7. Lim YJ, Huang Y, Fang H, Zuo Z: Effects of local
and intravenous anesthetics on the activity of glutamate
transporter type 2. Brain Res Bull 2003; 61: 537-40.
8. Do SH, Kamatchi GL, Washington JM, Zuo Z: Effects
of volatile anesthetics on glutamate transporter, excitatory
amino acid transporter type 3: the role of protein
kinase C. Anesthesiology 2002; 96: 1492-7.
9. Arriza JL, Fairman WA, Wadiche JI, Murdoch GH,
Kavanaugh MP, Amara SG: Functional comparisons
of three glutamate transporter subtypes cloned from
human motor cortex. J Neurosci 1994; 14: 5559-69.
10. Davis KE, Straff DJ, Weinstein EA, Bannerman PG,
Correale DM, Rothstein JD, et al: Multiple signaling
pathways regulate cell surface expression and activity
of the excitatory amino acid carrier 1 subtype of Glu
transporter in C6 glioma. Journal of Neuroscience
1998; 18: 2475-85.
11. Trotti D, Peng JB, Dunlop J, Hediger MA: Inhibition
of the glutamate transporter EAAC1 expressed in
Xenopus oocytes by phorbol esters. Brain Res 2001;
914: 196-203.
12. Do SH, Fang HY, Ham BM, Zuo Z: The effects of
lidocaine on the activity of glutamate transporter
EAAT3: the role of protein kinase C and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Anesth Analg 2002; 95:
1263-8.
13. Yeoman P, Hutchinson A, Byrne A, Smith J, Durham
S: Etomidate infusions for the control of refractory
status epilepticus. Intensive Care Med 1989; 15:
255-9.
14. Gancher S, Laxer KD, Krieger W: Activation of epileptogenic activity by etomidate. Anesthesiology
1984; 61: 616-8.
15. Modica PA, Tempelhoff R, White PF: Pro- and anticonvulsant effects of anesthetics (Part I). Anesth
Analg 1990; 70: 303-15.
16. Miller RD: Miller's anesthesia. 6th ed. 2005, p 351.
17. Barash PG: Clinical anesthesia. 4th ed. 2001, p 334.
18. Drummond JC, Cole DJ, Patel PM, Reynolds LW:
Focal cerebral ischemia during anesthesia with etomidate,
isoflurane, or thiopental: a comparison of the extent
of cerebral injury. Neurosurgery 1995; 37: 7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