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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개흉술 후의 통증은 그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기저의 

폐질환에 의해 술 후 호흡기계의 합병증의 빈도가 높으므

로 적절한 통증 조절은 필수적이다.1) 통증 조절 방법으로 

경막외 카테테르를 통한 국소마취제와 아편양제제를 함께 

투여함으로써 적은 양으로 진통효과를 나타내며 각각의 약

제에 의한 합병증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2) 하지만 

아편양제제를 사용한 술 후 자가통증조절법(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은 오심 및 구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3)

  이러한 PCA와 관련된 오심 및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많

은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4) 기존의 약물적 치료로써 항히스타민제제, butyro-

pheone, 도파민 수용체의 길항제 등이 사용되었으나 과도한 

진정, 저혈압, 구내건조, 불쾌감(dysphoria) 및 추체외로 증상

(extrapyramidal symptom)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므로 그 사용

에 제한이 있다.5)

  최근 선택적 5-hydrotryptamine 제 3형(5-HT3) 수용체의 길

항제가 술 후 오심구토(PONV)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면서 

부작용의 빈도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5-HT3의 길항

제는 흔히 사용되는 ondansetron (ZofranⓇ, Glaxo-Smith, USA), 

granisetron ramosetron ((R)-5-＜(1-methy-3-indolyl)＞-4, 5, 6, 7- 

tetrahydro-1H-benzimidazol-ehydrochloride NaseaⓇ, Yamanouchi, 

Japan)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ramosetron은 다른 

5-HT3 길항제의 비해 항암제 투여 시 생기는 오심 구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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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for treating postoperative pain.  However,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are a major problem for patient using PCA system.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efficacy of two prophylactic antiemetic regimens on PONV during PCA after lobectomy.

  Methods:  Sixty five patients, who underwent lobectomy and received a mixture of 0.18% ropivacaine at 0.5μg/kg/hr of fentanyl 

(2,000μg) via thoracic epidural catheter.  The study design was a prospective,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study.  Group C was saline control group.  In Group A or B, Nasea
Ⓡ
 (ramosetron) or Zofran

Ⓡ
 (ondansetron) was administered 

as an intravenous bolus at completion of operation.  We assessed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PONV at 6, 24, 48 hours after 

anesthesia.  Postoperative pain was assessed 6 hr after the operation and everyday for 6 days on visual analog scale (VAS). 

Postoperative side effects and patient satisfaction for epidural analgesia were assessed by 4 grades.

  Results:  PONV occurred in 20%, 20%, and 35% of patients in Group A, B, and C at 6 hr after anesthesia, and 12%, 30%, 

and 30% at 24 hr after anesthesia.  There were no significantly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The VAS scores during 

coughing were higher than those of resting state without intergroup difference.  There were no serious clinical adverse events 

caused by the study drug and epidurally administered drugs in any study groups.

  Conclusions:  This study found that ramosetron and ondansetron for preventing PONV during epidural PCA after lobectomy 

was not different from placebo control.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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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훨씬 강한 억제 효과를 보이며 그 지속 시간도 긴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이에 저자들은 개흉술을 통해 폐엽절제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경막외 카테테르를 이용한 술 후 통증 조절에 있

어서 단독 투여된 5-HT3 길항제인 Nasea
Ⓡ, ZofranⓇ과 대조

군으로써 투여된 생리식염수가 술 후 통증 조절의 정도와 

오심, 구토 등의 합병증의 발생 빈도 및 그 심각도와 만족

도에 대해 조사하 다.

대상 및 방법

    대상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등급 2 또는 3등급에 속하며 정례

수술로 개흉술을 시행 받는 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대상 환자는 수술 시간과 수술 후 통증이 유사한 환자

를 선택하기 위하여 폐엽절제술을 시행 받는 환자로 국한

하 다. 수술 전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진통제를 

투여 받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경우, PONV나 멀미의 병력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 다. 연구 시행 전에 병원 윤리위

원회의 허락을 받았으며 수술 전날 환자를 방문하여 연구

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대상군은 무작위로 생리 식염수를 

투여 받은 C군(20명), NaseaⓇ을 투여 받은 A군(25명) 과 

ZofranⓇ을 투여 받은 B군(20명)으로 분류하 다. 각 군별 체

중, 연령 및 성비는 Table 1과 같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방법

  마취 전투약은 midazolam 0.1-0.15 mg/kg을 경구로 투여

하 다.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하면 심전도와 혈압계를 부착

하여 활력 징후를 확인한 후 측와위에서 술 후 통증 관리

를 위하여 제 5-6 또는 6-7 흉추간에 측정중법을 이용하

여 경막외 카테테르를 거치하 다. 17 G Tuohy 바늘을 이

용하여 저항 소실법으로 경막외강을 확인한 후 카테테를 

약 4 cm 삽입하 다. 카테테 삽입후 1：200,000 epinephrine

과 2% lidocaine 3 ml를 경막외강에 투여하여 부작용 여부

를 관찰하 다. 

  수술이 끝나고 봉합이 시작되면 fentanyl 8μg/ml을 포함한 

0.18% ropivacaine (fentanyl 2,000μg, 0.75% ropivacaine 60 

ml, normal saline 150 ml)으로 총량 250 ml로 만들어 fentanyl 

0.5μg/kg에 해당하는 양을 초기 일회 주입한 후 fentanyl 0.5

μg/kg/h의 속도로 PCA pump (Anapa plusⓇ, (주)우 메디컬, 

한국)을 이용하여 경막외 카테테르를 통하여 지속 주입하

다. 경막외 카테테르로 PCA pump 연결 전에 정맥로를 통하

여 대상 군에 따라 동량의 약제 ZofranⓇ 4 mg, NaseaⓇ 0.3 

mg, 생리식염수가 2 ml를 투여하 다. 

  수술이 끝난 후 실험내용을 모르는 다른 마취과 의사 1

명이 술 후 6시간, 1일부터 6일까지 휴식 시와 기침시의 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측정하 다. 술 후 6시간, 24시간, 

48시간에 오심, 구토, 소양증, 진정도, 요저류 등의 합병증

의 빈도와 중증도, 추가 진토제 투여 여부 및 술 후 2일과 

6일째에 환자의 만족도와 대해 조사하 다.

  부작용의 중증도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평가하 다.

  0: 증상이 없는 경우

  1: 증상이 가볍고 환자가 견딜 수 있는 경우

  2: 증상이 상당히 있지만 환자가 치료를 할 정도는 아니

라고 느낄 경우

  3: 증상이 심하여 치료를 요할 경우

  구토의 경우 내용물이 있는 경우로 오심과 구별하 고 추

가로 진토제가 투여된 경우를 중증도 3으로 하 다. 뇨저류

의 경우 배뇨술을 시행 받은 경우를 중증도 3으로 하 다.

  환자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평가하 다.

  1: 아주 좋다.

  2: 좋다.

  3: 그저 그렇다.

  4: 시술 받은 것을 후회할 정도이다.

    통계

  각 측정치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SigmaStat (version 2.03, 

SPSS, USA)을 사용하 다. 각 군간의 키, 체중, 연령, VAS

의 비교는 일원 분산분석법(one-way ANOVA)을 이용하 고 

각 부작용의 발생빈도 및 그 중증도, 만족도의 분석은 각 

군 및 측정 시점에 따라 Chi-square 분석법을 사용하 다. 

모든 통계 방법은 P값이 0.05 미만인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휴식 및 기침 시의 VAS는 각군 간에 측정이 끝나는 시

Table 1.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C Group A Group B
(n = 20) (n = 25)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F) 12/8 17/8 12/8

Age (year)   55.9 ± 12.0   57.1 ± 11.6   56.1 ± 11.5

Body weight (kg)  61.7 ± 7.7   63.5 ± 10.3   59.3 ± 10.9

Height (cm) 163.2 ± 7.8 163.6 ± 6.8 160.0 ± 8.8

Operation time (min)  182.5 ± 35.8  181.4 ± 32.6   180.3 ± 34.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except sex (number).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P ＞ 0.05). Group C: normal saline, Group A: 

ramosetron, Group B: ondanse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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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까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 술 후 2일까

지 각군에서 오심 구토가 나타나는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C군과 B군에서 술 후 

6시간 경과 시 각각 2명과 1명, 술 후 24시간에 각각 2명에

Fig. 1. Change of VAS score after operation at (A) resting and (B) 

coughing st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POD: 

postoperative day, Group C: normal saline, Group A: ramosetron, 

Group B: ondansetron.

Table 2. Incidences of Nausea and Vomiting after Thoracic Epidural Analgesia with Fentanyl and Ropivacaine in Patients Undergoing Thoracotomy 
in Three Group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C (n = 20) Group A (n = 25) Group B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rade POD0 POD1 POD2 POD0 POD1 POD2 POD0 POD1 POD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usea 0 13 (65%) 14 (70%) 17 (85%) 20 (80%) 22 (88%) 23 (92%) 16 (80%) 14 (70%) 16 (80%)

  Severity 1  4 (20%)  3 (15%)  3 (15%)  4 (16%)  3 (12%)  2 (8%)  2 (10%)  4 (20%)  3 (15%)

2  1 (5%)  1 (5%)  0 (0%)  1 (4%)  0 (0%)  0 (0%)  1 (5%)  0 (0%)  1 (5%)

3  2 (10%)  2 (10%)  0 (0%)  0 (0%)  0 (0%)  0 (0%)  1 (5%)  2 (10%)  0 (0%)

Total incidence  7 (35%)  5 (30%)  3 (15%)  5 (20%)  3 (12%)  2 (8%)  4 (20%)  6 (30%)  4 (20%)

Vomiting 0 17 (85%) 17 (85%) 20 (100%) 25 (100%) 25 (100%) 25 (100%) 19 (95%) 18 (90%) 20 (100%)

  Severity 1  1 (5%)  1 (5%)  0 (0%)  0 (0%)  0 (0%)  0 (0%)  1 (5%)  2 (10%)  0 (0%)

2  2 (10%)  2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Total incidence  3 (15%)  3 (15%)  0 (0%)  0 (0%)  0 (0%)  0 (0%)  1 (5%)  2 (1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P ＞ 0.05). Group C: normal saline, Group A: ramosetron, Group B: 

ondansetron. 

Table 3. Incidences of Complications after Thoracic Epidural Anal-
gesia with Fentanyl and Ropivacaine in Patients Undergoing Tho-
racotomy in Three Group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y C Group A Group B
Grade

(n = 20) (n = 25)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ruritus 0  9 (45%) 15 (60%) 10 (50%)

1  7 (35%)  9 (36%)  6 (30%)

2  4 (20%)  0 (0%)  3 (15%)

3  0 (0%)  1 (4%)  1 (5%)

Sedation 0 13 (65%) 17 (68%) 14 (70%)

1  3 (15%)  6 (24%)  4 (20%)

2  4 (20%)  2 (8%)  2 (10%)

3  0 (0%)  0 (0%)  0 (0%)

Dizziness 0 15 (90%) 17 (90%) 16 (80%)

1  4 (5%)  7 (5%)  4 (20%)

2  1 (5%)  0 (0%)  0 (0%)

3  0 (0%)  1 (5%)  0 (0%) 

Urinary retention 0 14 (70%) 18 (72%) 13 (65%)

1  1 (5%)  4 (16%)  3 (15%)

2  3 (15%)  2 (8%)  3 (15%)

3  2 (10%)  1 (4%)  1 (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P ＞ 0.05). Group C: normal saline, Group A: ramosetron, Group B: 

ondanse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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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토제가 추가로 투여되었다. 흉부 경막외 카테테르를 

통하여 주입된 약제에 의한 부작용인 소양증, 진정, 소변 

저류 등의 발생 빈도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술 후 2일째 측정한 만족도에서 비교적 만족한 표현을 한 

환자가 A군에서 88%, C군과 B군에서 75% 으나 술 후 6일

째에는 A군은 88%, C군과 B군은 90% 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Table 4). 

고      찰

  본 연구에서 폐엽절제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경막외 

카테테르를 이용한 국소마취제와 아편양제제를 포함한 PCA

의 사용에 따른 통증 조절의 정도와 합병증의 빈도 및 단

독 투여된 5-HT3 길항제인 ondansetron과 ramosetron이 오심

과 구토의 빈도 및 중증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PCA의 사용에 따른 각군간 VAS 및 부작용의 빈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심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약 

35%의 환자에서 나타났으며, 술 후 2일까지는 각 군간 발

생빈도나 중증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토는 빈도 

자체가 낮았고 각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흉술 후 폐기능 변화는 심하며 그 기능의 회복에 있어

서 수주의 기간이 요구되기도 하며 술 후 폐합병증은 이환

율 및 입원기간의 연장을 가져온다.8) 술 후 폐기능의 변화

는 폐기능의 제한성 변화와 기능적 잔류용량(functional residual 

capacity, FRC)의 저하가 특징이다. 그러므로 폐합병증의 감

소를 위해 술 후 FRC의 유지와 회복이 중요하다.9) 그 외에 

호흡기능의 저하 없이 통증을 없애줌으로써 심호흡과 같은 

호흡관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빠른 폐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통증의 조절이 필요하다.10)

  개흉술 후 통증 조절 방법 중에서는 흉부 경막외 카테테

르를 통한 국소 마취제와 아편양제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1) 국소마취제 단독 투여 시 교감신경의 

차단에 의한 혈압 저하나 운동 신경의 차단, 혈관내 주입에 

의한 심혈관계 및 중추 신경계의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과량의 아편양제제의 단독 사용은 호흡저하, 소

양증, 소변저류, 진정 및 오심 구토의 빈도를 증가시키는데 

약제를 병행 투여함으로써 각각의 약의 사용용량을 줄여 

부작용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2) 

  오심 구토는 환자의 나이, 성별, PONV의 병력과 같은 환

자의 요인, 수술 과정, 마취 방법, PCA의 사용여부와 관련

성을 가지고 있다. 오심과 구토는 PCA를 사용하는 환자에

서 주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로 여겨지며, 그 빈도는 20에서 

80%까지 보고되고 있다.11) Kaufmann 등은12) 술 후 1-2일

에 그 빈도가 높으며 아편양제제에 의한 오심은 약제 자체

의 진통 효과를 방해하므로 PONV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적 진토제의 투여가 필요하다고 하 다. 진토제로써 항히스

타민제제, butyropheone, 도파민 수용체의 길항제 등이 사용

되었으나 과도한 진정, 저혈압, 구내건조, 불쾌감(dysphoria) 

및 추체외로 증상(extrapyramidal symptom) 등의 부작용이 투

여 용량과 비례하여 나타나므로 그 사용에 제한이 있다.5) 

  이에 반해 5-HT3 길항제는 별다른 부작용 없이 술 후 또

는 항암제 사용 후에 나타나는 오심과 구토의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투여되고 있다.6) 5-HT3 수용체는 신경원의 양이온 

통로와 직접 연관성을 가지며 중추신경계와 말초의 미주신

경의 구심성말단에 넓게 분포하여 통증이나 오심 구토 등

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7) 현재 사용되고 있는 5-HT3 

길항제는 ondansetron, alosetron, tropisetron, dolasetron, grani-

setron 및 ramosetron 등이 있다. 5-HT3 길항제는 약제의 용량 

반응 관계는 적고 구토에 대해 위약 복용 시 나타나는 구토

의 20-30%을 억제하지만 오심 억제에는 효과는 적다고 하

다.13) Tramer 등은14) ondansetron이 PONV에 대해 metoclo-

pramide나 droperidol에 비해 효과가 있으며 ondansetron을 투

여 받은 환자의 약 3%에서 기전은 확실치 않지만 간효소의 

증가나 두통이 나타났고 두통의 경우 사용되는 용량에 비

례하여 그 빈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 다. Kaufmann 

등은12) morphine IV PCA에서 droperidol, metoclopramide와 tro-

Table 4. Grades of Patients Satisfaction after Thoracic Epidural Analgesia with Fentanyl and Ropivacaine in Patients Undergoing Thoracotomy 
in Three Group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C (n = 20) Group A (n = 25) Group B (n = 20)
Grad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OD2 POD6 POD2 POD6 POD2 POD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2 (10%)  4 (20%)  2 (8%) 15 (60%)  2 (10%)  4 (20%)

2 13 (65%) 14 (70%) 20 (80%)  7 (28%) 13 (65%) 14 (70%)

3  5 (25%)  2 (10%)  3 (12%)  3 (12%)  5 (25%)  2 (10%)

4  0 (0%)  0 (0%)  0 (0%)  0 (0%)  0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P ＞ 0.05) Group C: normal saline, Group A: ramosetron, Group B: 

ondanse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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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etron을 비교하 을 때 36시간까지 droperidol의 효과가 가

장 크고 단독 투여된 tropisetron은 효과가 18시간 정도 지속

되며 한 번 이상의 추가 투여가 필요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투여된 ramosetron은 다른 약제와 비교하여 

훨씬 효과가 강하며, 약리학적으로 높은 생물학적 이용효능

(bioavability)을 가지고15) 항암제 치료 후의 오심 구토에 효

과를 보이나 그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않다.7) 

또한 ramosetron은 tetrahydrobenzimidazole 계통의 약제로 on-

dansetron이나 tropisetron 등과 다른 구조식을 가지면서 이런 

약제들에 비해 더 강한 5-HT3 길항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6) Kang 등은17) cisplatin투여 환자에서 granisetron

과 비교하여 비슷한 효과를 보이며 구토 억제 효과가 더 

길었으나 cisplatin 투여 1시간 전에 ondansetron 4 mg과 ra-

mosetron 0.1 mg를 투여하 을 때 효능이나 안전성에서 차

이가 없었다고 하 다.7) 하지만 PONV을 예방하기 위한 

ramosetron의 용량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용량의 임상연구가 진행되고있다.18,19) 복강경 수술 

끝나기 전에 정맥내로 단독 투여된 ramosetron 0.1 mg, 0.3 

mg, 0.6 mg의 오심 구토 억제 효과는 0.3 mg과 0.6 mg은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0.1 mg은 효과가 적으므로 0.3 mg이 

최소의 유용한 용량으로 생각된다.19) 본 연구에서 각각 on-

dansetron 4 mg과 ramosetron 0.3 mg이 투여되었으므로 효과

에서 차이를 기대하 으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또한 대

조군과의 비교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추

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연구에서 cis-

platin에 의한 구토억제는 ramosetron의 0.3 mg이 유용하며,17) 

같은 용량이 PONV의 억제에도 유용하다고 보고되고 있으

나19,20) 용량, 투여시점 등에 대한 추후 조사는 더 필요하리

라 사료된다. 약제 투여 시점은 약제의 작용 발현 시간과 

반감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이는 PONV의 예방 효과와 

관련되어 있으며 수술 종료 전에 투여하는 것이 더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본 연구에서 수술 종료 전에 각각의 약제를 정주하고 경

막외로 ropivaciane과 fentanyl를 투여하여 각 약제의 효과를 

비교하 다. 하지만 투여된 약제가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 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PONV의 발생

빈도가 낮았고 약제 투여 시점이나 적절한 용량에 대한 평

가가 부족하 으므로 본 연구의 한계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효과 비교를 위하여 약제의 지속 시간과 용량의 적

절성 여부, 투여시점, 추가로 투여된 진토제의 종류와 용량, 

및 경막외로 투여된 약제의 용량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약제 투여에 따른 경막외통증 조절 정도를 본 VAS나 합

병증의 빈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5-HT3 길항제에 투여에 

따른 부작용은 두통, 어지러움, 졸음, 구내 건조, 간 효소치

의 증가와 같은 검사결과의 이상 등이며 보고에 따라 8%에

서 37%까지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다.18,22) 하지만 치료를 요

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보고되고 있지 않

다. 본 연구에서는 약제 자체의 부작용의 빈도보다는 경막

외 진통에 대한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Kaufmann 등은12) droperidol

과 tropisetron에서 불쾌감, 두통 및 이에 따른 불안의 빈도

가 높았고 이로 인해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고 하

으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리가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단독 투여된 ramosetron 3 mg과 ondansetron 4 

mg은 폐엽절제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경막외로 투여된 

ropivacaine과 fentanyl에 의한 오심 구토의 발생빈도와 그 중

증도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감소시키지 못하 다. 따라서, 

예방적으로 투여된 약제의 용량, 투여 시점 등의 변화를 통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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