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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 후에 흔히 나타나는 오심과 구토는 불쾌한 경험이

다.1) 최근 마취약제와 마취방법이 크게 발전하 음에도 불

구하고 술 후 오심과 구토는 아직도 가장 흔한 부작용 중

의 하나이다. 술 후 오심과 구토의 발생 빈도는 6시간 이내

에서 35%이고, 술 후 24시간까지는 50%에 이른다.2) 특히 

갑상선 절제술 후의 오심과 구토 발생률은 51-76%까지 보

고되었다.3-5) 지속적인 심한 오심과 구토는 창상 파열과 혈

종을 만들고, 기도 반사가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폐의 

흡인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며 외래수술 경우에는 원치 않

는 입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항구토제로는 butyrophenones (droperidol), serotonin 길항제

(ondansetron), 도파민-2 수용체 길항제 (metoclopramide) 등이 

널리 쓰이고 있고,6-10) 최근 dexamethasone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1-3,11-14) Metoclopramide는 약물의 유

효 작용시간(2.4-4.6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술 전 예방적 

투여나 마취유도 후 투여하여 수술 후 오심과 구토를 줄이

지 못하며,6) droperidol은 항구토 효과는 우수하나 진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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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are common and unpleasant experiences.  Sever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dexamethasone has a potent antiemetic effect for the prophylaxis of PONV, and that dexamethasone is beneficial 

in the management of acute surgical pain because of its potent anti-inflammatory effect.  In this randomized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 of dexamethasone 5 mg on PONV and pain in 73 patients after thyroidectomy.

  Methods:  Dexamethasone 5 mg or saline 2 ml was IV administered in a randomized manner immediately after the induction 

of anesthesia in each group.  Patients were assessed for the incidence of PONV at 6 h and 24 h after surgery, rescue antiemetics, 

total amount of analgesic, time to first analgesic demand, and VAS pain score at 6 h after surgery.  The occurrence of side effects, 

such as, wound infection or delayed wound healing, and the duration of hospital stay were recorded.

  Results:  The incidence (21.1%, 8/38) of PONV in the dexamethasone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71.4%, 25/35) in 

the saline group during the 6 h postoperative period (P ＜ 0.05).  PONV occurred in 7.9% of patients in the dexamethasone 

group and in 51.4% of patients in the saline group during the 6-24 h postoperative period.  The proportion (7.9%) of patients 

requiring antiemetics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dexamethasone group than in the saline group (25.7%) at 24 h postoperatively.  

The incidence of analgesic use, the total amount of analgesic and the VAS pain scor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two 

groups. No discernible side effects were found.

  Conclusions:  Dexamethasone 5 mg was effective at preventing PONV after thyroidectomy, but it had no effect on postoperative 

pain.  (Korean J Anesthesiol 2003; 45: 63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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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체외로 증상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7) Ondansetron

은 항암 치료 시 화학요법과 수술로 인한 오심과 구토 발

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값이 비싼 단점이 

있다.8-10)

  Dexamethasone은 1980년대에 처음으로 화학요법을 받은 

암환자에서 항구토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고,11) 그 후 dexame-

thasone을 ondansetron과 병용 투여했을 때 수술 후 오심과 

구토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12) 이어 dexamethasone 

단독 투여만으로도 소아에서 편도절제술과 부인과 외래수

술 후의 오심과 구토 방지에 효과가 알려지기 시작하

다.13,14) 최근 성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dexamethasone 용량은 

8-10 mg이고, 소아에서는 0.1-0.15 mg/kg 정주법이 사용

되고 있다.2) 또한 dexamethasone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

어 수술 후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3,15,16) 그 효과에 대

해서는 서로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8,17-19)

  본 연구에서는 전신마취 하에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환

자에서 저용량의 dexamethasone 투여가 술 후 오심과 구토

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또한 술 후 통증발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와 dexamethasone 투여에 따른 합병증 발생 

빈도를 조사하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병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갑상선 절제술을 받

은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하 고 연령은 20세에서 72세

다. 모든 환자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범위에 속하는 상태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속하 다. 수술 후 

오심과 구토의 과거력이 있거나 차멀미, 위장관계 질환, 당

뇨병, 백내장, 고혈압 환자,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복

용하거나 최근에 결핵을 앓은 환자, 수술 24시간 전에 항구

토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기관내삽관

을 두 번 이상 시도했던 환자도 대상에서 제외하 다. 무작

위로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누어 dexamethasone 투여군(38명)

과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35명)으로 분류하 다.

  모든 환자에게 수술실 도착 30분 전에 midazolam 2.5 mg

을 근주하 다. 마취 유도 직전 glycopyrrolate (TabinulTM, 하

나제약, 한국) 0.2 mg과 fentanyl 100μg을 정주하고 pentothal 

sodium (5 mg/kg)과 succinylcholine chloride (1 mg/kg)를 정주

한 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 다. 마취 유지는 산소 2 L/min

와 아산화질소 2 L/min, enflurane 1.5-2.5 vol%로 하 고, 

술 중 근이완을 위해 vecuronium을 사용하 다. 마취유도 

직 후 dexamethasone 투여군에는 dexamethasone (Dexametha-

soneTM, 중외제약, 한국) 5 mg (2 ml)을 정주하 고, 대조군

에서는 생리식염수 2 ml를 투여하 다. 기계적 환기는 호기

말 탄산가스압이 35-40 mmHg로 유지되도록 조절하 고, 

수술 종료 후 pyridostigmine 5 mg과 glycopyrrolate 0.2 mg으

로 근이완 상태를 길항하 다. 

  수술 후 환자를 회복실로 옮기고 오심과 구토여부를 관

찰하 다. 수술 후 6시간과 24시간에 병실로 환자를 방문하

여 오심과 구토 여부와 횟수를 조사하 다. 구토 판단 기준

으로 위내용물의 배출이 없는 구역질(retching)도 구토로 간

주하 고, 구토사이의 시간 간격이 1분 이상이면 구토 횟수

를 새로이 추가하 다. 구토가 발생했을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metoclopramide (MacperanTM, 동화제약, 한국) 10 

mg을 정주 하 다. 또한 술 후 통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술 후 6시간 후에 환자 의식이 회복된 상태에서 시각적 아

날로그 눈금(Visual Analogue Scale, VAS)을 이용하여 측정

하 고, 통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 진통제가 투여되

는 시간, 투여된 진통제 총량을 조사하 다.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껴 환자가 진통제를 원할 경우 ketoprofen (Keto-

profen prefilledTM, 동국제약, 한국) 5 mg을 근주하 다.

  Dexamethasone의 합병증을 조사하기 위해 수술 상처의 감

염과 수술 상처의 회복 지연 여부, 입원기간을 기록하 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와 백분율(%)로 표시하 으

며, 각 군 간의 환자 특성, 마취 시간은 independent t-test로, 

각 군의 오심과 구토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

석하 다. P ＜ 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대상 환자 수와 연령, 성별분포, 체중, 마취 시간은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오심과 구토 발생빈도는 수술 후 0-6시간 동안 대조군

에서 71.4% (25/35명)인데 비해 dexamethasone 투여군에서는 

21.1% (8/38명)이었고, 술 후 6-24시간에도 대조군에서 51.4%

인데 비해, dexamethasone 투여군에서는 7.9%이었다. 따라서 

수술 후 0-24시간 내 오심과 구토 발생빈도는 대조군에 

비해 dexamethasone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Table 2).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Saline Dexamethason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  35 38

Sex (M/F) 6/29 7/31

Age (yr)  43.7 ± 14.9   46.9 ± 14.9

Weight (kg) 60.3 ± 8.1  63.5 ± 8.6

Duration of
 215.1 ± 67.6  228.1 ± 57.8

 anesthesia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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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원해서 투여한 항구토제(metoclopramide) 사용빈도

는 대조군에서 25.7% (9/35명)인데 비해 dexamethasone 투여

군에서는 7.9% (3/38명)로 항구토제 사용빈도는 대조군에 

비해 dexamethasone 투여군에서 현저하게 낮았다(P ＜ 0.05) 

(Table 2).

  진통제 사용 빈도는 dexamethasone 투여군과 대조군간에 

차이가 없었고, 수술 후 처음으로 진통제 투여까지의 기간

과 진통제 사용 양, VAS 통증 점수도 두 군간에 차이가 없

었다(Table 3).

  Dexamethasone 투여로 인한 수술 후 상처 감염과 상처 회

복 지연 등 합병증은 두 군 모두에서 없었고, 수술 후 입원 

기간도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고      찰

  수술 후 오심과 구토 발생 원인으로 여러 인자가 있지만 

Apfel 등은20) 1) 여성, 2) 수술 후 오심이나 구토, 멀미 과거

력, 3) 비흡연자, 4) 수술 후 아편양제제를 사용한 경우 등

을 네 가지 위험인자라고 하 다. 그리고 위의 위험 인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술 후 오심과 구토 발생률이 21%, 

39%, 61%, 79%로 약 20%씩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본 연구 

대상에서는 대조군에서 술 후 오심과 구토의 발생률이 

71.4%로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여자에서 오심과 구토 발생

률이 60-76%라는 보고와 비슷하 다.3) 본 연구에서는 남

자와 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 지만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발생률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환자 나이

와 수술 종류, 수술시간, 마취제 종류, 수술 후 통증의 유무 

등이 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1,20) 갑상선 절제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오심과 구토 발생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심

한 구토가 지속될 경우 수술 봉합 부위가 벌어지거나, 정맥

압의 증가로 수술부위에 출혈이 유발되어 기도폐쇄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술 후 오심과 구토에 대한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10)

  항구토제는 화학수용체 유발 역(chemoreceptor trigger 

zone)내에서 구토에 관여하는 수용체에 길항적으로 작용하

여 구토중추(emetic center)로 가는 구토유발신호를 봉쇄함으

로써 진토효과를 나타낸다.21) 현재까지 오심과 구토는 do-

pamine (D2)과 5-HT3, histamine (H1), muscarinic (M1) 수용체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직까지 위 수용체를 

모두 봉쇄하거나 이들 수용체에 최종적으로 작용하여 구토

중추를 봉쇄할 수 있는 약제는 개발되지 않았다.21) 항 구토

제로 쓰이는 약제로는 항히스타민제(hydroxyzine), droperidol, 

ondansetron, metoclopramine, dexamethasone 등이 있다.6-14)

  본 연구 결과에서는 마취유도 직후 정주 투여한 de-

xamethasone 5 mg이 술 후 오심과 구토 발생을 현저히 억

제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dexamethasone의 오심과 구

토 억제효과는 술 후 6-24시간에 더 효과가 있었고, 이는 

dexamethasone이 특히 늦게 나타나는 오심을 억제하는데 우

수하다는 보고와 일치하 다.22) 술 후에 dexamethasone군에

서 항구토제를 투여했던 횟수도 7.9%으로 대조군의 25.7%

에 비해 항구토 효과가 우수했다.

  Heinz 등이2) 술 후 오심과 구토 예방을 목적으로 de-

xamethasone을 투여한 연구 논문을 체계적 분석(systematic 

review)한 결과에 의하면 dexamethasone은 술 후 오심과 구

토 방지에 효과가 있는 안전한 약물이다. 술 후 오심과 구

토 예방을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한 dexamethasone 용량과 

투여 방법은 8-10 mg을 정주하는 것이다. 성인에서 술 후 

초기(0-6시간)에 구토발생 억제가 필요한 수는 7.1 (95% 

CI 4.5 to 18)이고, 후기(0-24시간)에는 4.3 (2.3 to 26)이었

다.2) Wang 등은1)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여자 환자에서 

Table 2.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after 
Thyroidectomy (%)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Saline  Dexamethason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 35 38

Nausea alone

  0-6 h 11 (31.4)  3 (7.8)*

  6-24 h  8 (22.8)  2 (5.2)*

Vomiting with nausea

  0-6 h 14 (40.0)  5 (13.1)*

  6-24 h 10 (28.5)  1 (2.6)*

PONV

  0-6 h 25 (71.4)  8 (21.1)*

  6-24 h 18 (51.4)  3 (7.9)*

Rescue antiemetics  9 (25.7)  3 (7.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ONV: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 ＜ 0.05

Table 3. The Incidence of Analgesic Use and Time to First Analgesic 
Demand, Total Amount of Analgesic, and Vas Pain Score of 
Each Group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Saline Dexamethason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 35 38

Analgesic use (%) 21 (60.0) 24 (63.2)

Time to first analgesic
4.1 ± 5.1 5.9 ± 6.2

  demand (h) 

Total amount of
4.7 ± 4.3 4.5 ± 4.0

  analgesics (mg)

Vas pain score (0-10) 3.9 ± 1.1 3.8 ± 0.8

Hospital stay (days) 8.0 ± 1.0 7.0 ± 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S: visual analog scale pain scores on 6 hours aft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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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amethasone 5 mg과 10 mg이 특히 술 후 오심을 억제하

는 효과가 있었고 5 mg과 10 mg 군 간의 차이는 없다고 하

다.1) 본 연구에서는 dexamethasone 5 mg이 오심뿐만 아니

라 구토 발생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dexamethasone 

5 mg이 술 후 오심과 구토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소 

용량으로 생각된다. Wang 등은1) dexamethasone 1.25 mg과 

2.5 mg은 술 후 오심과 구토의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하 다. 

Dexamethasone은 특히 후기에 항구토 효과가 좋은데 이는 

dexamethasone 생물학적 반감기가 36-72시간인 약동학의 

결과로 생각된다.22,23) 

  아직 dexamethasone이 술 후 오심 구토를 억제하는 정확

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dexamethasone은 중추에서 

prostaglandin을 길항함으로써 항구토 효과를 나타낸다.11) 항

암요법과 관련된 dexamethasone의 구토 조절작용은 endor-

phin 분비와 기분 상승, 식욕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25) 특히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후 목 주위의 심한 부

종과 염증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미주신경이나, 회귀후

두신경, 설인신경을 통해 구토중추를 자극한다. 이런 경우 

dexamethasone의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조직 손상으로 인한 

급성 염증을 감소시켜 구토중추로 가는 부교감신경 자극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통증도 감소시킨다고 본다.3)

  Droperidol은 butyrophenone 유도체로서 dopamine 수용체에 

작용하여 우수한 항구토 효과를 나타내나 진정이나 추체외

로 증상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7) Ondansetron은 

5-HT3 수용체에 serotonin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선택적 길

항제로서 미주신경 말단과 위장관 점막의 화학수용체 유발

역에 존재하는 5-HT3 수용체에 작용하여 암 치료시 화학

요법과 수술로 인한 오심과 구토 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

가 있다. 하지만 두통과 경미한 간효소치의 상승 등 부작용

과 값이 비싸고 항암치료 외에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단점

이 있다.8-10) Metoclopramide는 benzamide계통으로 위평활근

에 dopamine의 위장관 운동 억제 효과를 길항시켜 위내용물

의 전진운동을 촉진시키며 동시에 절후신경 말단으로부터 

acetylcholine 분비를 촉진시켜 하부식도 괄약근의 힘을 증가

시킨다. 그러나 수술 전이나 마취유도 후에 투여할 경우 약

물의 유효 작용시간(2.4-4.6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술 후 

오심과 구토를 예방하지 못한다.6) Metoclopramide의 항구토 

효과는 논란이 있는데 특히 전처치제에 meperidine을 포함

시킨 경우에는 metoclopramide 10 mg과 20 mg이 수술 후 

오심과 구토 발생을 감소시켰다는 보고와26) 비슷한 용량을 

투여했으나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다.27) Metoclo-

pramide 작용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수술이 마칠 때에 

많은 양을 투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하

다.28) 최근에 소개된 Neurokinin-1 (NK1) 길항제는 neurokinin-1 

수용체에 작용하여 구토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술 후 구토

를 예방할 수 있다.29) NK1 수용체는 고속핵(nucleus of the 

solitary tract)과 미주신경 등쪽 운동핵(dorsal motor nucleus 

of the vagus)에서 발견된다. 선택적 NK1 길항제인 GR205171 

25 mg을 이전에 수술 후 오심과 구토를 경험했던 여자 환

자에게 일회 투여하여 대조군에 비해 24시간 동안 오심과 

구토를 현저히 감소시켰다고 했다.29)

  Dexamethasone을 5-HT3 수용체 길항제(ondansetron, tropi-

setron, granisetron)나 droperidol, metoclopramide 등과 병용 투여

하는 방법도 널리 쓰이고 있다.2) 복식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

자에서 ondansetron 4 mg을 단독 사용한 것에 비해 dexame-

thasone 150μg/kg과 ondansetron 4 mg을 병용 사용하는 것이 

오심과 구토 예방에 효과적이었으나,8) dexamethasone을 tropi-

setron과 혼합 사용한 경우에서는 항구토 효과가 없었다.10)

  Dexamethasone이 술 후 통증을 감소시켰다는 보고와,3,15,16) 

통증 감소 효과는 없었다는 상반된 보고가 있다.8,17-19) 성인

에서는 발치술 후 dexamethasone 8 mg을 투여한 경우와15) 

소아(3-15세)에서는 편도 절제술 시 dexamethasone을 (1 

mg/kg에서 16 mg까지) 투여했을 때 부종과 통증의 감소 효

과가 있었다.16) 또한 갑상선 적출술을 받은 여자 환자에서

도 dexamethasone 10 mg을 투여한 후 오심과 구토 억제 효

과와 더불어 VAS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3) 그러나 복강

경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dexamethasone 8 mg을 정

주한 군에서 술 후 오심과 구토 발생률은 감소하 으나 

VAS 점수의 변화는 없었다.19) 부인과 수술을 받는 환자에

서도 dexamethasone 10 mg을 정주하여 수술 후 통증에 대한 

향은 미미하 으나 술 후 구토 발생빈도를 감소시켰다.17) 

Dexamethasone 0.15 mg/kg와 ondansetron 4 mg을 병용 사용

시 ondansetron 4 mg 단독 사용에 비해 오심과 구토 예방에

는 효과적이었으나 통증을 감소시키는데는 별다른 향을 

주지 못했다고 했다.8) 본 연구에서 사용한 dexamethasone 5 

mg은 술 후 통증을 감소시키기에는 적은 용량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Dexamethasone의 부작용으로는 염증 발생과 염증 악화, 

수술 상처치유 지연, 위점막의 표재성 궤양, 그리고 부신 

억제 등이 있다.1,2) 그러나 dexamethasone 일회 투여로 부작

용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물고, 광범위한 논문 검색에서

도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발견하지 못했다.2) 본 연구에서도 

dexamethasone 5 mg의 일회 투여로 부작용이 나타나 입원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없었다. 항암요법으로 인한 구토를 

치료하기 위해 하루에 dexamethasone 20 mg씩 5일간 투여 

받은 환자에서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의 기능이상

이나 면역기능을 억제한 증거는 없었다.30) 그러나 당질스테

로이드와 관련된 부작용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도 dexame-

thasone 8 mg 또는 10 mg을 한번 정주하는 것이 안전한지 

건강한 환자에서도 수술 등의 stress가 부과된 경우 dex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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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sone 일회 정주가 수술 중 부신기능을 억제하는지, 그리

고 이것이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예를 들면 수술 부위

의 벌어짐이나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직 알려져 있지 않다.2)

  앞으로 성인과 유아에서 술 후 오심과 구토 발생을 예방

하고,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dexamethasone 용량

과 투여방법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요약하면 갑상선 절제술 환자에서 전신마취 유도 직 후 

dexamethasone 5 mg을 정맥 내로 투여하는 것이 창상 감염 등 

부작용이 없으면서 술 후 오심과 구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효

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술 후 통증을 감소시

키는 데는 dexamethasone 5 mg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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