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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Etomidate on Kainic Acid induced Neurotoxicity in Rat Cortical Neurons
Seung Woo Ku, M.D., Gyu Jeong Noh, M.D., Joung Uk Kim, M.D., So Jin Park, M.D.,
Hyun Jung Lee, B.S.*, Su Keoung Lee, M.D.†, Ji Yeon Lee, M.D., and Yu Mi Lee, M.D.
Departments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Korea,
*Asan Institute of Life Science, Seoul, Korea, †Eulj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Background: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neuroprotective effect of
etomidate against kainic acid (KA) induced neurotoxicity in rat cortical neurons by measuring lactate
dehydrogenase (LDH).
Methods: The cerebral cortical neurons of fetal rat were grown for 12 days in dissociated cell culture.
They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first group acted as control with no drug administration and other
groups treated with either KA 200μM or Etomidate (ET) 10μM + KA 200μM or ET 50μM + KA
200μM or ET 100μM + KA 200μM. After 24 hrs, cell death was assessed by morphology under
the light microscope and quantified by measuring the LDH in the culture media.
Results: In the light microscopic findings, the intact cortical neurons were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ET. KA-induced LDH production also significantly suppressed in ET 100μM +
KA 200μM group (P = 0.003).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tomidate (100μM) has protective effect on the cultured
rat cortical neurons against KA-induced neuro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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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나 호흡계에 대한 억제 작용이 경미하고 심

서

박수, 심박출량의 변화가 적어 심장예비율감소, 저혈

론

량 등이 있는 환자의 마취유도에 적합하다고 한
1-3)

Etomidate는 작용 발현시간 및 지속시간이 짧은

다.

carboxylated imidazole 유도체로 마취 유도용량에서

또한, 뇌파상에서 돌발파 억제(burst suppres-

sion)를 일으키는 양을 투여하면, 뇌대사율을 barbiturates와 같은 정도로 감소시켜 부분 뇌허혈 시 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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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취 유도

를 위한 정주 후 불수의적인 간대성 근경련 운동이
흔한데, 이는 발작 활동이라기 보다는 뇌피질밑구조
탈억제 결과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기도하며, Yeoman 등은
95

5)

오히려 경련 지속상태에서 치료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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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하여 etomidate의 항경련 효과의 가능성을

acetic acid, Gibco, USA)을 동량으로 섞어서 37oC에

보여주고 있다.

서 15분간 반응시켜서 세포를 분리하였다. 20% FBS

Kainic acid (KA)는 신경흥분성 독성을 가지는 글

(Fetal bovine serum, Gibco, USA)가 첨가된 DMEM

루탐산 유사체로서 뇌실 뿐만 아니라 복강에 주사하

(Dulbeceds modified eagle medium, Gibco, USA)용액

여도 경련발작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으며 경련의 진

을 동량 섞어서 trypsin을 불활성화 시킨 다음 원심

행과정에서 특이한 행동양상과 뇌의 특정부위에서

분리 하여 세포를 모으고 상층액은 버린 다음 B27

선택적으로 병변을 나타내어 경련연구를 위한 동물

(1X, Gibco, USA), L-glutamine (0.5 mM, Gibco, USA),

6)

Glutamate가 빠르게 흡

glutamate (0.025 mM, Sigma, USA), antibiotic-antimy-

수되어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데 비하여 KA는 세포

cotic (1X, Gibco, USA)을 첨가한 Neurobasal medium

내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glutamate보다

(Gibco, USA)을 넣고 pasteur pipette으로 가볍게 분쇄

50배 강한 활성을 보이며 신경세포만을 선택적으로

(trituration)한 후 40μm nylon mesh (Falcon, USA)로

실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파괴하는데 뇌의 변연계, 특히 해마(hippocampus)의

걸러서 단일 세포로 분리하였다. 세포부유액을 trypan

특정부위(CA1, CA3)와 편도체의 신경세포가 사멸되

blue로 염색하여 혈구계(hemocytometer)로 세포의 수

7)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를 측정하여, 미리 poly-D-lysine (Sigma, USA)과 la-

Lactate dehydrogenase (LDH)의 활성 측정은 gluta-

minin (Gibco, USA)을 이용해서 코팅해 놓은 48-well

mate나 KA와 같은 흥분성 아미노산에 의한 신경세

배양 플레이트에 1 × 105 cells/well의 농도 분주를

포 손상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는 방법

하고, 37 C,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중 하나로, 세포외 LDH는 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

후 3-4일 마다 glutamate가 첨가되지 않은 신선 배

로 안정적 상태이므로, 세포 배양에서 방출된 LDH

지로 1/3씩 바꿔주었다.

의 활성정도는 세포 손상 정도와 비례관계를 가지게
8)

된다.

o

약물처리

Kim 등은9) 체내(in vivo) KA 모델에서 etomidate가

Kainic acid (Sigma, USA)는 용매를 증류수로, eto-

경련을 억제하고 해마에서의 세포사를 감소시킨다고

midate (Tocris Chemical Co., UK)는 용매를 ethanol

밝힌바 있으나 이러한 효과가 etomidate의 수면 효과

(Merck, Germany)로 농축액을 만들어 실험하였으며

에 따른 경련의 역치 상승 때문인지, 다른 마취제에

etomidate (ET)를 처치하는 모든 실험에서 용매 etha-

서 볼 수 있는 뇌보호 효과에 의한 것인지 혹은 KA

nol의 양이 배지 용적에 대하여 0.1%가 되도록 하였

를 직접 길항하는지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다. 예비실험 결과 ethanol을 0.1% 처치하고 24시간

연구를 통해서 체외(in vitro) 피질세포 배양하여 KA

후 신선배지만 투여한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세포

를 처치하여 흥분성 독성을 유도한 후 etomidate를

를 12일간 배양한 후 약제를 처치하지 않은 대조군

사용하여 보호 효과를 일으키는지 광학현미경하에

(negative control), 용해액(lysis solution, 10X, Cyto-

세포사와 세포 형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세포 손상의

Tox96Ⓡ Non-Radioactive Cytotoxicity Assay, Promega)

정도를 LDH의 측정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으로 전체 세포사를 유도시킨 군(positive control),
KA 200μM을 투여 후 etomidate를 10μM, 50μM,

대상 및 방법
신경세포의 배양
Sprague-Dawley계 쥐(대한바이오링크)의 배아기 16
일째의 태아를 제왕절개를 통해 꺼내어 사용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포함되지 않은 HBSS (Hank's

100μM의 농도로 처치한 군(ET 10μM + KA 200μM,
ET 50μM + KA 200μM, ET 100μM + KA 200μM)
각각에서 약물처리 24시간 후에 세포의 형태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LDH를 측정하였다.
Lactate dehydrogenase (LDH) activity의 측정

balanced salt solution, Gibco, USA)에 담그고 태아의

LDH는 손상된 세포의 세포질(cytosol)에서 상청액

뇌피질 부분을 분리하였다. HBSS로 한번 더 수세한

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이 상청액의 색분석(colorime-

다음, 0.25% trypsin-EDTA (Ethylene diamine tetra

tric assay)을 통해서 혈청이 첨가되지 않은 배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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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실온에서 측정하고 LDH 활성도를 측정함으로
써 세포용해(cytolysis)를 정량화 할 수 있다. 배양 배
지 50μl와 동량의 LDH 기질 용액(CytoTox96

Ⓡ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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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oni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였고, P ＜ 0.05를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Radioactive Cytotoxicity Assay, Promega)을 30분간 실
온에서 반응시킨 후, 1 M acetic acid 를 50μl씩 첨

결

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분광계(spectrophotometry) 490 nm 파장에서 측정한 흡광도(optical den-

세포를 12일간 배양하고 약물 처리를 한 후, 24시

sity, OD) 값으로 세포독성(cytotoxicity) 정도를 다음

간 후에 세포의 형태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과 같이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약제를 처치하지 않은 대조군은 세포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Fig. 1A), KA 200μM을 처치한 군에서는

X - B
Cytotoxicity (%)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 - B

× 100

죽은 신경원으로 인하여 세포핵이 응축된 결과 많은
빈 공간이 발생하였고 대조군에 비하여 일부 살아있
는 신경원도 세포핵이 농축되고 세포질이 위축되어

세포가 모두 사멸한 positive control의 OD 값을 A

표면이 매끄럽게 보이지 않았다(Fig. 1B). KA 200

에 대입시키고, 아무 약물도 처리하지 않아서 세포

μM를 처치하고 ET를 같이 처치한 군에서는 ET 농

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negative control의 OD 값을 B

도가 높을수록 세포사가 줄어들어 핵이 둥글고 큰

에 대입시키고, 각 실험 결과 측정한 OD값을 X에

정상 신경원이 많아지며 빈 공간이 줄어드는 소견을

대입시켜 상기 공식에 의하여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보이고 있었다(Fig. 1C, D, E).

통계는 일원 분산분석과(One way ANOVA) Bon-

A

B

CTL

C

ET10uM+KA200uM

LDH의 측정은 분광계를 이용해 OD 값을 측정하

KA200uM

D

ET50uM+KA200uM

E

ET100uM+KA200uM

Fig. 1. Effects of etomidate on the morphology of cortical neurons were evaluated at 24 hours after KA treatment under
the phase contrast light microscope. KA 200μM treated group (B) and ET 10μM + KA 200μM treated group
(C) showed a great loss of neurons. Neuronal death decreased in the group of ET 50μM + KA 200μM (D)
and ET 100μM + KA 200μM (E). KA: kainic acid, ET: etomidate, Scale BAR = 50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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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midate에 의한 뇌보호 효과는 이미 동물의 체
내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는데, 양측 경동맥을 10
분간 결찰과 저혈압으로 전뇌의 부분 허혈(incomplete forebrain ischemia)을 유발시킨 후 뇌파상 돌발
파 억제가 나타날 때까지 etomidate를 투여한 경우
11)

해마에서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전뇌의 부분 허혈을 유도한 후
thiopental과 etomidate의 뇌보호 효과를 비교한 연구
에서는 thiopental은 피질부위에서, etomidate는 해마
부위에서 보호 효과가 나타나 약제에 따라 뇌의 특
정 부위에 선택적으로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12)

밝혀졌다.
Fig. 2. Effects of etomidate on cell damage were evaluated
at 24 hrs after KA and ET administration by using
LDH measurement. Protective effects of neuronal
death are increased in ET 100μM + KA 200μM
group when compared with only KA administration
group (P ＜ 0.05). Columns show the mean ± SD
of the neuronal damage assessed in each groups.
KA: kainic acid, ET: etomidate. *P ＜ 0.05 as
compared with KA 200μM group.

실제 임상에서도 사용되어 두개내 중뇌

동맥류 수술에서 수술적 편의를 위해 가역적이고 일
시적인 동맥 폐쇄를 시킨 후 수술 전, 후의 방사선
학적 사진 비교에서 뇌 보호 효과를 관찰한 결과,
etomidate를 투여하면 isoflurane만 사용한 경우에 비
하여 발생한 뇌경색 부위가 적었다는 보고도 있
13)

다.

그러나 etomidate가 뇌보호 효과가 없다는 보고

들도 있는데, 개의 뇌간허혈(brainstem ischemia)모델
에서 뇌간 청각 유발전위(brainstem auditory evoked

였고, 이 값을 이용해 세포 독성의 정도를 백분율로

potentials)를 이용한 뇌간 신경세포 보호에 관한 연

구했으며 각 군은 실험 대상이 12개씩 있었다. 각

구에 의하면, etomidate 투여가 청각 경로에서 뇌간

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KA 200μM에서 28.12 ±

신경세포 보호에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15)

14)

또한,

4.62%, KA 200μM에 추가로 처치한 ET 10μM 군에

Drummond 등은

서는 27.76 ± 6.04%, ET 50μM 군에서는 24.02 ±

thiopental을 뇌파상 급작스러운 억제가 나타날 정도

쥐를 이용해 isoflurane, etomidate,

5.62%, ET 100μM 군에서는 21.24 ± 6.05%로 나타

로 투여 후, 3시간 중뇌 동맥 결찰, 2시간 재관류에

났었고 그룹 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의한 뇌허혈 손상정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isoflurane

있었다(P = 0.001). 사후검증에서 positive control인

과 etomidate는 보호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지

KA 200μM 군과 비교했을 경우 ET 100μM을 추가

금까지 알려진 etomidate의 뇌보호 효과 기전은 여러

투여한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LDH의 감소가

가지가 있는데, barbiturates와 유사하게 용량 의존적

있었다(P = 0.003). ET 군 사이에는 ET 10μM과 ET

으로 뇌산소 소모량과 뇌혈류량을 감소시킨다는 것

100μM 군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P = 0.005) 있었

이다.

고, 나머지 그룹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Fig. 2).

간동안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etomidate를 투여

4)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약제 투여 후 짧은 시

하면 저산소증에서 초기에 발생하는 phosphocreatione

고

찰

(PCr)의 감소나 lactate의 축적을 막을 수 있다는 보
고도 있고,

16)

허혈에 의해 발생하는 dopamine의 분비

뇌보호 목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barbiturates

를 감소시켜 뇌보호 효과를 얻는다고 하며,17) 허혈

는 심혈관계 억제 효과가 있고, 회복시간도 긴 단점

시 세포 손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있다. 이에 비해 etomidate는 심혈관계 억제 효과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인 glutamate의 분비 억제가 뇌

가 거의 없어 혈압이 감소하지 않고 회복시간도 상

보호의 주요 기전이라는 보고도 있다.18) 그리고,

대적으로 짧은 장점이 있어서 barbiturates를 대체할

etomidate의 최면작용은 주로 GABA 수용체를 통한

10)

수 있는 약제로 주목 받아왔다.

것으로 특히 GABAA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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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19) 이러한 작용은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감소시켜

구에 사용해 왔다. 또한 체외에서 신경 활성 물질이

세포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 약제의 독성이나 작용기전 연구에도 많이 사용되

이 실험에서는 체외에서 백서의 배양된 피질 세포

어 왔다.

21)

를 KA를 이용해 세포사 시킬 때 etomidate를 투여하

LDH는 신경원(neuron)과 신경 교질(glia)에 모두

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았다. 이전의 etomidate

존재하기 때문에 LDH의 분비가 신경 손상의 특이적

를 이용한 뇌보호 효과 연구를 보면 대부분이 체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glutamate와 같은 흥분

연구였는데 etomidate의 보호작용 기전을 정확히 알

성 아미노산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 손상과 같이 신

수는 없지만 허혈에 민감한 해마 부위에 비해 뇌피

경원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에서는 LDH의 분

12)

그러므로, 체외

비가 체외에서 신뢰할 만한 세포 손상 기준이 될 수

에서 배양된 뇌피질 세포에서 KA에 의한 세포사가

가 있다. 손상 받지 않은 신경원이나 신경 교질로부

etomidate에 의해 감소 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

터의 LDH의 분비는 매우 소량이며, 손상된 신경원

미를 가질 수 있다. 체내에서 KA로 유도된 경련 모

으로부터는 매우 많은 양의 LDH가 배출되어 측청이

델의 경우 KA를 쥐의 복강내로 투여하면 투여 30분

용이하고, 세포 밖으로 배출된 LDH는 피질 세포 배

-1시간 이후부터 경련이 발생하며, 이러한 경련에

양환경에서 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매우 안정적

의해 해마의 특정 부위(CA1, CA3)에 신경세포 손상

이며, 다른 세포 손상 측정 방법들에 비해 비침습적

질 부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20)

9)

이전 연구는 체내

인 방법으로서,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방법 등에 비

실험이었기 때문에 KA에 의한 백서의 경련 유발을

해 분광계(spectrophotometer)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

etomidate가 차단해서 해마의 세포사 현상을 보호했

에 안전하며 비용면에서도 우수한 장점이 있다.

다고 추정 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작용 기전을 밝

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최근까지 급성 중추 신경 손

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실험의 경우 경련을 직

상의 체외실험에서 세포 손상 정도 측정에 많이 사

접 유발하지 않고, 체외에서 배양된 뇌피질 세포에

용되고 있다.

이 발생된다고 한다.

Kim 등의

8)

이

직접 KA를 투여하여 세포사를 유도했으며, etomidate

이 연구에 의하면 백서의 뇌피질세포 배양 후 체

에 의한 세포사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다시 말

외에서 KA를 처치하여 세포사를 만들 때 etomidate

하면, etomidate가 이 실험 모델에서 보호 효과를 나

를 같이 투여하면 etomidate의 농도에 따라 세포사

타낸 기전은 백서의 뇌피질 세포에는 KA수용체가

현상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것은 KA에

있는데 KA가 직접 세포의 KA수용체에 작용해서 세

의한 세포사 현상을 etomidate가 방어할 수 있다고

포사를 일으켰고 etomidate가 KA의 세포 수용체에

생각된다. 그리고, 그 작용 기전도 etomidate가 세포

직접적인 길항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에 있는 KA 수용체를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뇌보호 효과가 뇌피질 부위

있지만 더욱 구체적인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서 더 우세하게 나타났고, 현재까지는 국소적 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호 작용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된 약제인
barbiturates와 그 효과를 비교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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