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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It has been reported that etomidate has the relaxant effects on vascular, tracheal, and non-pregnant uterine smooth 

muscle in vitr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xant effects of etomidate on the contraction of the pregnant 

rat uterine smooth muscle.

  Methods:  Uterine muscle tissues were obtained from pregnant rats (n = 15).  The  uterine segments were mounted in organ baths 

filled with Krebs solution. After oxytocin-induced contractile activity had been established, etomidate in incremental concentrations 

(10−7 to 10−3 M) was added cumulatively to the bath, each administered 20 min apart, and resultant changes in contractile activity 

were continuously recorded. EC5 (effective concentration of 5% reduction), EC25, EC50, EC75, and EC95 on active tension were calculated 

using a probit model.

  Results:  Etomidate (10−7 to 10−3 M) induced dose-dependent decreases in amplitude and frequency of uterine contraction.  The 

EC50 of etomidate on active tension were 5.91 × 10−5 M.

  Conclusion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etomidate had inhibitory effects on pregnant rat uterine muscle at supraclinical concen-

tration (5.91 × 10−5 M).  (Korean J Anesthesiol 2009; 57: 84∼7)

Key Words:  Etomidate, Oxytocin, Pregnant rat, Uterine contractile activity.

서      론

  Etomidate는 imidazole 유도체로[1] 1974년부터 임상에 사

용되기 시작하여[2] 재까지 리 쓰이고 있는 정맥마취제

이다. 

  Etomidate는 각종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동물 실험에서 상동맥이나 동

맥 등  평활근의 이완을 래하고[3,4], 기도 평활근에

서도 이완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우리는 이 에 

etomidate가 비임신 자궁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것을 찰하

다[6].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 임신한 자궁 평활근에 한 

etomidate의 이완효과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자들은 

etomidate가 옥시토신에 의해 유발된 임신한 쥐의 자궁근 수

축에 미치는 효과를 찰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임산

부에서 마취유도 시 etomidate가 산모의 자궁근 수축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를 추론해 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의과 학 동물 윤리 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실험동물은 임신 18−20일 사이인 240−320 g인 암컷 흰쥐

(Sprague Dawley rats) 15마리를 상으로 하 다. 실험에 사

용한 쥐는 탄산가스를 흡입시켜 죽인 후 즉시 복부를 개

하여 자궁을 분리, 제하 다. 출한 자궁을 즉시 Krebs 

용액이 담긴 그릇(petri dish) 내로 옮겨 주  결체조직을 제

거한 후 약 5 × 10 × 10 mm 크기의 자궁근 편을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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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ractile Responses of Uterine Muscle to Etomidate (n = 15)

Concentration (M)

Control 10−7 M 10−6 M 10−5 M 10−4 M 10−3 M

Active tension (g)  3.75 ± 0.61  3.66 ± 0.6a)  3.44 ± 0.61a)  2.42 ± 0.63a) 1.48 ± 0.55a) 0.86 ± 0.45a)

Frequency of contraction (No) 23.93 ± 7.06 23.07 ± 6.79a) 22.47 ± 6.56a) 16.27 ± 5.34a) 5.73 ± 3.17a) 0.80 ± 1.26a)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a)P ＜ 0.05 compared with control.

Fig. 1. Relaxant effects of etomidate on activie tension of preg-

nant rat uterine smooth muscle, a)P ＜ 0.05 compared with con-

trol. Etomidate relaxed uterine smooth muscle in a dose-dependent 

pattern (10−7 to 10−3 M).

Fig. 2. The inhibitory effects of etomidate on frequency of con-

traction on preganat rat uterine smooth muscle. a)P ＞ 0.05 com-

pared with control. Etomidate inhibited the frequency of uterine 

contraction in a dose-dependent pattern (10−7 to 10−3 M).

다. 자궁근 편을 이 벽 자체 수조(organ bath)에 옮겨 

편의 한쪽 끝은 수조의 바닥에 고정된 고리(hook)에 직  

연결하 고 다른 쪽 끝은 삼각형 스테인 스 클립을 이용

하여 힘 환기(Force displacement transducer)에 연결하 다. 

이 벽 수조는 Krebs 용액으로 채워졌으며 95% 산소와 5% 

탄산가스의 혼합가스를 기포화하여 계속 공 하 고, 이

벽 사이를 보온된 물로 계속 순환시켜 수조내의 용액을 

37oC로 유지하 다. 이때 사용한 Krebs 용액의 해질 조성

은 NaCl 118.3 mM, KCl 4.7 mM, CaCl2 2.5 mM, NaHCO3 

25 mM, KH2PO4 1.2 mM, MgCl2 1.2 mM, glucose 11.1 mM 

이었다. 자궁 평활근 편의 수축장력은 힘 환기(FTO3Ⓡ; 

Grass Intruments co, MASS, USA)를 통하여 측정하 고 Power-

LabⓇ System (AD Instruments Pty LtD, Castle Hill, Australia)

를 이용하여 수축장력의 변화를 기록하 다. 

  자궁근 편에 2 g의 휴지기 장력(resting force)을 유지하

여 약 20분 간격으로 Krebs 용액으로 씻어내면서 장력의 변

화를 찰하 다. 약 2시간정도 평형을 유지한 후 자궁근 

편이 미세하게 수축이 일어나면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10 mU/ml)을 수조에 첨가하 다. 자궁근 편이 규칙 이

고 강한 수축이 일어나면 여러 농도(10−7−10−3 M)의 eto-

midate를 micropippette로 침지하여 수조에 넣은 후 수축양상

의 변화를 힘 환기를 통해 PowerLabⓇ system에 기록하

다. 이때 약물은 농도를 차 10−7, 10−6, 10−5, 10−4, 10−3 

M으로 증가시키면서 20분 간격으로  첨가하 다. 

  자궁근 편의 수축은 활동성 장력(active tension)과 수축 

횟수(contraction number)로 평가되었다. 활동성 장력은 편

이 수축할 때의 휴지기 장력과 최  장력(peak tension) 사이

의 장력으로 정의하 고, 수축 횟수는 약물투여 후 20분 동

안의 자궁근 편의 수축 횟수로 정의하 다. 그리고 etomi-

date 투여 의 활동성 장력의 크기와 수축횟수를 조값

(control)으로 하 고 약물 투여 후의 수축의 크기와 횟수를 

조값과 비교하 으며, 활동성 장력에 한 EC5 (5% 감소 

효과농도), EC25, EC50, EC75 그리고 EC95를 probit 분석법으

로 계산하 다. 모든 얻어진 결과는 평균 ± 표 편차로 표

시하 으며 통계  분석은 etomidate 투여 , 후의 변동을 

반복계측 ANOVA를 이용하여 비교하 고 Turkey's HSD 

test를 이용하여 post-hoc test를 시행하 다. 모든 분석에서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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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ive Concentrations (M) of Etomidate on Active Tension in the Uterine Smooth Muscle of Pregnant Rat

Drug EC5 EC25 EC50 EC75 EC95

Etomidate 4.0 (4.30) × 10
−7

7.15 (4.12) × 10
−8

5.91 (3.10) × 10
−5

5.20 (3.43) × 10
−4

1.13 (1.11) × 10
−2

Data are expressed mean (SD). EC5: effective concentration of 5% reduction, EC25: effective concentration of 25% reduction, EC50: effective 

concentration of 50% reduction, EC75: effective concentration of 75% reduction, EC95: effective concentration of 95% reduction.

결      과

  Etomidate는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자궁 평활근의 활동

성 장력과 수축 횟수를 용량에 비례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다(Table 1, Fig. 1, 2). 자궁 평활근의 활동성 장력에 한 

etomidate의 EC5, EC25, EC50, EC75 그리고 EC95는 각각 4.0 × 

10−7, 7.15 × 10−6, 5.91 × 10−5, 5.20 × 10−4, 1.13 × 10−2 

M이었다(Table 2).

고      찰

  본 연구는 etomidate가 옥시토신에 의해 유발된 백서의 임

신 자궁근 수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그 결

과 etomidate의 농도를 10−7 M에서 10−3 M로 증가시킬수록 

용량에 의존하여 자궁근의 수축이 억제되어 자궁 평활근의 

활동성 장력과 수축 횟수가 감소하 다.

  산과 역에서 마취유도를 해 여러 정맥마취제가 사용

되고 있으나 특히 etomidate는 심 계 질환을 갖고 있는 

산모나[7] 역학 으로 불안정한 산모에서[8] 비교  안

한 신마취 유도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한 Etomidate는 

히스타민을 유리시키지 않기 때문에 천식과 같은 과민성 

기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비교  안 하게 사용될 수 있

으며[9], 성 호흡부 증이 있는 응 상황의 산모에서 유용

하게 사용되었다[10]. 

  Etomidate는 각종 평활근에 한 이완효과가 보고되고 있

다. 백서 기도 편을 이용한 실험에서 etomidate는 기도 평

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포내 

Ca2+의 유리 억제와 함께 세포내로 Ca2+ 유입의 억제에 의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Suh 등은[3] 돼지 출 상동

맥에서 etomidate (10−5−10−4 M)를 투여한 경우 농도에 비

례하여  평활근의 이완효과가 컸으며, 이러한  확

장은 주로 압의존성 칼슘 이온 통로의 차단에 의한 Ca2+

의 세포내 유입이 억제되기 때문이라고 하 다. 이에 반해 

Han과 Koo 등은[11] 흰쥐의 출된 동맥환과 폐동맥환의 

이완효과 실험에서 propofol은 출 동맥환과 폐동맥환에 

유의한 이완효과가 찰 되었지만 etomidate는 thiopental과 

함께 이완효과가 찰되지 않았다고 하 다. 한 Nam 등

은[4] 백서의 출 흉부 동맥에서 etomidate는 농도에 비례

하여  이완효과를 가졌으며 이러한 이완은 세포내

로 Ca2+ 유입의 억제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 다. 

  Etomidate는 기도 평활근이나,  평활근에서와 마찬가

지로 자궁 평활근에서도 이완효과가 있다고 찰되었다[6]. 

본 연구에서 옥시토신에 의해 유발된 자궁수축에 있어서도 

etomidate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자궁수축의 크기와 빈도가 

감소하 다. Eun 등은[6] etomidate의 용량을 10−7 M에서 

10−3 M로 증가시킬수록 백서의 비임신 자궁근의 활동성 장

력과 수축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는 본 연

구에서 백서의 임신 자궁근 수축에 한 etomidate의 효과와 

일치하 으며 자궁 평활근의 이완효과는 특히 용량 의존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10−7−10−3 M). 

한 본 연구에서 EC50과 EC95는 각각 5.91 × 10−5 M, 1.13 × 

10−2 M이었으며 이는 비임신 자궁근에서 연구한 Eun 등의

[6] EC50 (2.73 × 10−5 M)과 EC95 (3.24 × 10−3 M)보다 유

효농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상 인 etomidate의 마취유도 용량은 0.2−0.6 mg/kg로 

알려져 있으며, 한 마취 유도를 한 etomidate의 

농도는 300−500 ng/ml를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2]. Etomidate를 0.3 mg/kg 투여 했을 때  농도는 

300−500 ng/ml이었으며[13] 이는 1.2 × 10−6−2.0 × 10−6 

M이 된다. Etomidate는 에서 75%가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므로[14] 시험  내 농도는 3.0 × 10−7−5.0 × 10−7 

M이 된다. 본 연구 결과 이 농도의 etomidate는 1% 이하의 

자궁근 이완을 보 다. 한 본 연구에서 etomidate의 EC50

은 5.91 (3.10) × 10−5 M이었으며 이를 농도로 바꾸면 

27,100−67,600 ng/ml로 일반 인 마취유도 시 etomidate의 

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이다. 한 etomidate는 

심에서 말 로 매우 빨리 재분포되고 체내에서 사에 의

해 빨리 제거되며[15,16], 작용시간이 매우 짧아[1] 통상 인 

마취유도 용량의 etomidate를 산모에게 사용하더라도 자궁근 

수축에는 거의 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etomidate에 의한 자궁 평활근의 이완효과는 

약물의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 하지만 일반 으로 사

용되는 임상용량에서는 etomidate가 산모의 자궁근 수축에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

험 내 실험으로 생체내 실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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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신한 쥐의 자궁근을 상으로 한 연구로 사람의 자궁

근에 한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신 자궁근을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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