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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심과 구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ondansetron과 

granisetron은 위장관의 미주 구심신경(vagal afferent nerve)과 

뇌간의 화학수용체(chemoreceptor trigger zone), 고립로핵(nu-

cleus tractus solitarius)에서 세로토닌 3형 수용체(serotonin 

type 3 receptor, 5-hydroxytryptamine type 3 receptor, 5-HT3R)

를 차단함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내며,1-3) 다른 항구토제와 

달리 진정이나 추체외로 증상과 같은 부작용이 적어 주술

기에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5-HT3R는 니코틴성 ACh 수용체(nicotinic acetylcho-

line receptor, nAChR)와 함께 활성화 되었을 때 빠른 탈분극 

반응을 일으키는 배위자 관문 이온 통로(ligand gated ion 

channel, LGIC) 가계로 분류되며,4) 이들 수용체는 구조, 기

능적으로 유사하여 각기 수용체에 결합하는 약물들이 교차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5,6)

  nAChR의 결합물질로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인 d-tubo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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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Both ondansetron and granisetron exert their antiemetic effects via a blockade of the 5-hydroxytryptamine 3 

receptor (5-HT3R).  Because the 5-HT3R is a member of a superfamily of ligand-gated ion channels and has structural similarities 

to the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nAChR), a 5-HT3R antagonist may also inhibit the nAChR.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5-HT3R antagonists, ondansetron and granisetron, on rocuronium-induced neuromuscular blockade in vitro.

  Methods:  Rat phrenic nerve-hemidiaphragm preparations were isolated and allocated randomly into seven groups (control, 1, 

10, 100μg/ml of ondansetron, 0.1, 1, 10μg/ml of granisetron).  Two studies were carried out using single twitch responses. In 

the cumulative dose-response study, rocuronium 1μg/ml and each doses of ondansetron or granisetron were administered 

simultaneously, and incremental 0.5μg/ml doses of rocuronium were added to obtain more than 95% neuromuscular twitch 

inhibition.  ED5, ED50, ED90, and ED95 of rocuronium in each group were calculated using a logistic model. In the partial curarization 

study, the twitch heights were measured after administering ondansetron or granisetron (10 minutes after administering 3μg/ml 

rocuronium) and were measured 10 minutes later.  The 2 twitch heights were then compared.

  Results:  In the cumulative dose-response study, ondansetron 100μg/ml and granisetron 10μg/ml significantly reduced the ED50 

of rocuronium (P ＜ 0.05).  There were no intergroup differences in the partial curarization study.

  Conclusions:  High concentration of ondansetron and granisetron enhanced the neuromuscular blockade of rocuronium. 

Granisetron enhanced the neuromuscular blockade of rocuronium more potently than ondansetron.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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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ine은 nAChR와 5-HT3R 모두의 강력한 경쟁적 길항제이

고,7) 더욱이 d-tubocurarine의 유사물질들에 대한 수용체 선

택성의 변화양상이 두 수용체에서 비슷하여 결합물질 결합 

부위가 공통적인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임을 시사하

고 있다.8) 

  또한 5-HT3R 차단제인 ondansetron은 흰쥐 횡격막 신경근 

표본에서 근 nAChR를 차단함으로써 rocuronium을 비롯한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의 근 이완 작용을 강화시켰고,9) ond-

ansetron, granisetron 등의 5-HT3R 차단제가 Xenopus oocytes에

서 발현된 근 nAChR를 차단하 다는 연구도 있다.10) 그러나 

ondansetron과 granisetron은 다른 유형의 5-HTR나 5-HTR 이

외의 수용체에 관련된 어떤 임상적인 효과도 보이지 않는 

비교적 선택적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11) 임상적으로 ondan-

setron이 d-tubocurarine과 같은 benzylisoquinolinium계의 근 이

완제인 atracurium의 근 이완 작용에 어떠한 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보고된 바 있어,12) 구조적 유사성에 의한 5-HT3R 

길항제의 nAChR에 대한 교차 작용의 여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술 후 환자에서 오심과 구토를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

하여 투여한 5-HT3R 길항제가 근 nAChR에도 작용하여 근 

이완의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수술 중에 사용한 

근 이완제로 인해 수술 후에 항 콜린에스테라제로 길항하

여 적절한 임상적 역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환자에서 잔여 근 이완이 남아 있었다고 하며,13) 이들 약물

의 상호작용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Rocuronium은 역가가 낮아 빠른 발현시간을 가지면서 심

혈관계 향이 없고 histamine을 분비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aminosteroid 계열의 중간시간 작

용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이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rocuronium의 근 이완 작용에 5-HT3R 

길항제인 ondansetron과 granisetron이 어떠한 향을 끼치는

지, 즉 근 nAChR에 교차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약동학적 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약

역학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생체외 실험으로 흰쥐의 횡

격막 신경근 표본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본원의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실시

되었으며 200-250 g의 수컷 흰쥐(Sprague Dawley rat)를 대

상으로 하 다. 

  흰쥐의 복강내로 thiopental sodium 40 mg/kg를 투여하여 마

취하 다. 흉곽을 분리하여 Krebs 용액(NaCl 118, KCl 5.0, 

CaCl2 2.5, NaHCO3 30, KH2PO4 1.0, MgSO4 1.0, glucose 11.4 

mM)이 담겨 있는 배양접시에 옮기고 횡격신경이 부착된 

횡격막을 절제하 다. 절제된 횡격막 신경근 표본을 신경자

극을 위해 고안된 장치로 고정하여 95%의 산소와 5% 이산

화 탄소가 공급되는 Krebs 용액 100 ml가 들어있는 수조 내

에 거치하 다. 신경자극기(S88, Grass, USA)를 이용하여 각

각의 stimulation isolation unit (SIU5, Grass, USA)를 통한 1 

msec의 최대상 자극을 10초 간격으로 횡격신경에 가하고 이

때 나타나는 횡격막 근육의 단순 연축 반응을 force dis-

placement transducer (FT03, Grass, USA)를 통하여 physio-

graph (Model 79, Grass, USA)로 기록하 다. 

  각 군당 10개의 표본씩 대조군과 ondansetron 1, 10, 100 

μg/ml군, granisetron 0.1, 1, 10μg/ml군의 일곱군으로 무작위

로 나누었다.

  단순 연축 반응을 한 시간 이상 조절하여 안정된 후 다

음의 실험이 시행되었다. 

    누적 용량-반응 실험 

  수조 내로 각 군의 용량에 따라 ondansetron과 granisetron

을 투여하 고 동시에 1 ml 로 희석한 rocuronium 100μg을 

초회 투여하 다. 이 후 3-5개의 안정된 연축 반응이 나타

나면 rocuronium 50μg을 95% 근 이완이 나타날 때까지 추

가 투여 하 다. 각 rocuronium의 용량에서 단순 연축 반응

의 억제 정도를 백분율로 계산하 다. Logistic 모형을 이용

하여 용량-반응 곡선을 산출하고 연축 반응을 5%, 50%, 

90%, 95% 억제하는 유효용량(ED5, ED50, ED90, ED95)을 구하

다. 

    부분 근 이완 실험 

  수조 내에 rocuronium 300μg을 투여하여 부분 근 이완을 

유발하고 10분 후에 각 군의 용량에 따라 ondansetron과 

granisetron을 각각 투여하 다. Rocuronium을 투여하기 전의 

연축 높이에 대한 rocuronium 투여 후 10분 및 20분의 연축 

높이, 즉 부분 근 이완이 이뤄진 상태에서 ondansetron과 

granisetron을 투여한 후 10분에 연축높이의 변화를 구하

다. 

  대조군과 ondansetron 및 granisetron 각 용량 군간의 차이

를 ANOVA (Analysis of variance)를 사용하여 분석하 고, 

다중비교는 Tukey 방법을 사용하 다. 같은 용량에서 on-

dansetron과 granisetron군의 비교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효하다고 하 다. 

결      과

    누적 용량-반응 실험 

  횡격막 근육의 연축 반응을 50% 억제시키는 rocuroniu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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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50은 각각 대조군에서 426.0 ± 89.9μg/dl, ondansetron 1μg/ 

ml군에서 490.9 ± 74.3μg/dl, 10μg/ml군에서 465.2 ± 51.1

μg/dl, 100μg/ml군에서 273.2 ± 38.4μg/dl으로, 100μg/ml 

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또한 

granisetron 0.1μg/ml군에서 421.6 ± 61.3μg/dl, 1μg/ml군에

서 441.0 ± 58.0μg/dl, 10μg/ml 군에서 352.9 ± 48.3μg/dl

으로, 대조군보다 10μg/ml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다(P ＜ 

0.05) (Table 1, Fig. 1, 2).

  Granisetron 10μg/ml군에서 rocuronium의 ED50은 ondansetron 

10μg/ml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P ＜ 0.05). 

    부분 근 이완 실험 

  Rocuronium을 투여하기 전의 연축 높이에 대한 rocuronium

을 투여한 후 10 분의 연축 높이는 각각 대조군에서 89.3 ±

7.35%, ondansetron 1μg/ml군에서 90.5 ± 4.92%, 10μg/ml군에

서 81.5 ± 15.95%, 100μg/ml군에서 82.0 ± 10.27% 으며, 

granisetron 0.1μg/ml군에서 84.7 ± 8.54%, 1μg/ml군에서 82.4 

± 4.69%, 10μg/ml군에서 91.4 ± 6.11% 다. 

  Rocuronium을 투여한 후 20분, 곧 ondansetron과 gran-

isetron을 투여한 후 10분의 연축 높이는 각각 대조군에서 

75.6 ± 9.85%, ondansetron 1μg/ml군에서 83.6 ± 11.50%, 10

μg/ml군에서 77.5 ± 21.33%, 100μg/ml군에서 72.9 ± 26.33%

으며, granisetron 0.1μg/ml군에서 71.6 ± 12.93%, 1μg/ml군

에서 73.2 ± 12.52%, 10μg/ml군에서 77.0 ± 16%이었고, 대

조군을 포함하여 모든 군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Table 2, Fig. 3, 4). 

Table 1. Effective Dose of Rocuronium (μg/dl)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Ondansetron and Granisetron in Krebs Solut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ED5 ED50 ED90 ED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trol  93.2 ± 91.2 426.0 ± 89.9 674.4 ± 136.4 758.8 ± 155.8

Ondansetron

  1μg/ml 154.7 ± 78.8 490.9 ± 74.3 734.4 ± 99.3 817.2 ± 110.9

 10μg/ml 103.2 ± 35.4 465.2 ± 51.1 660.7 ± 70.3 727.2 ± 77.3

100μg/ml 159.8 ± 24.0 273.2 ± 38.4* 357.9 ± 54.7* 386.6 ± 60.6*

Granisetron 

0.1μg/ml  79.9 ± 92.3 421.6 ± 61.3 677.3 ± 104.6 764.3 ± 124.5

  1μg/ml  80.5 ± 106.9 441.0 ± 58.0 725.0 ± 67.0 821.5 ± 79.2

 10μg/ml 137.6 ± 57.9 352.9 ± 48.3*† 513.6 ± 61.2*† 568.3 ± 68.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ED5, ED50, ED90, ED95: 5, 50, 90, 95% effective dose for twitch depression. *: P ＜ 0.05 compared with control and 

the other concentration groups of each drug, 
†
: P ＜ 0.05 compared with equal concentration group of the other drug.

Fig. 1. Dose-response curve of rocuronium with different concen-

tration of ondansetron in Krebs solution (1, 10, 100μg/ml).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Fig. 2. Dose-response curve of rocuronium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granisetron in Krebs solution (0.1, 1, 10μg/ml). Values are mean 

± SD. *: P ＜ 0.05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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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5-HT3R, nAChR, γ aminobutyric acid (GABA) R, Glycine 

R 등의 LGIC 가계의 모든 수용체들은 공통적으로 중앙의 

이온 전도 구멍(ion-conducting pore)을 둘러싸고 있는 다섯 

소단위의 배열(pentameric arrangement)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단위 각각은 동일한 위상(topology)을 공유한다.15) 이들 소

단위의 유전자와 단백질 배열은 같은 수용체에서 70%, 다

른 종류의 수용체에서는 30-40%가 일치한다고 하며 전달

물질 결합 역과 통로 구멍(channel pore)에서 그 보전 정

도가 높다.4) 특히 5-HT3R와 nAChR는 음이온에 선택적인 

억제성 신경전달을 하는 GABAA R, glycine R와 달리 양이

온 선택적 흥분성 수용체로 그 유사성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유전적, 구조적, 기능적으로 유사한 두 

수용체에서 5-HT3R 차단제와 근 nAChR 차단제인 근 이완

제가 교차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 

  한편 근 이완제 중에서도 d-tubocurarine과 같은 benzyliso-

quinolinium계의 근 이완제가 aminosteroid계의 근 이완제보

다 5-HT3R에 대해 친화성이 더 높기 때문에 수술 중 근 이

완제의 선택이 수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에도 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16) 따라서 근 nAChR에서 5-HT3R 길항제의 

교차 상호작용이 이들 다른 종류의 근 이완제가 사용되었

을 때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amino-

steroid계의 근 이완제인 rocuronium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근 이완을 위해 다른 계열의 근 이완제가 함께 사용되었을 

때 그 결합부위와 양상이 다름으로 하여 근 nAChR에서 상

승 작용을 보여준다고 하며,17) 5-HT3R 길항제가 benzyliso-

quinolinium계의 근 이완제와 유사 정도가 크다면 근 nAChR

에서는 rocuronium과 같은 aminosteroid계의 근 이완제와 상

호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누적 용량-반응 실험에서 ondansetron은 

100μg/ml군에서 그리고 granisetron은 10μg/ml군에서 rocu-

ronium의 근 이완 작용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5-HT3R 차단

제가 근 nAChR 에서 교차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옥 등도9) 흰쥐 횡격막 신경근 표본을 이용하여 근 nAChR에

서 ondansetron의 작용을 연구하여 ondansetron 자체가 신경

근 차단 작용이 있고 더불어 1μg/ml의 ondansetron이 rocu-

ronium을 비롯한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의 신경근 차단을 강

화시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1μg/ml의 ondan-

setron은 rocuronium의 근 이완 작용을 강화시키지 못하 으

며 그 역가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옥 등의9) 연

구가 ondansetron을 전처치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근 이완

제와 동시에 투여하 으며 투여한 약제의 희석 정도 등 일

부 실험 조건의 차이가 이와 같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 다

고 생각된다. 

Table 2. Twitch Height Changes (%) in Partial Curarization Stud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0 min 20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trol 89.3 ± 7.35 75.6 ± 9.85

Ondansetron   1μg/ml 90.5 ± 4.92 83.6 ± 11.50

 10μg/ml 81.5 ± 15.95 77.5 ± 21.33

100μg/ml 82.0 ± 10.27 72.9 ± 26.33

Granisetron 0.1μg/ml 84.7 ± 8.54 71.6 ± 12.93

  1μg/ml 82.4 ± 4.69 73.2 ± 12.52

 10μg/ml 91.4 ± 6.11 77.0 ± 16.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There are no intergroup differences. 

Fig. 3. Twitch height changes at 10 and 20 minutes after rocuronium 

300μg/dl (at the time when each dose of ondansetron was added and 

10 minutes later) in ondansetron groups. Values are mean ± SD. 

There are no intergroup differences. 

Fig. 4. Twitch heights changes at 10 and 20 minutes after rocuronium 

300μg/dl (at the time when each dose of granisetron was added and 

10 minutes later) in granisetron groups. Values are mean ± SD. There 

are no intergroup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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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Vanner와 Surprenant는18) 5-HT3R와 nAChR에서 5-

HT3R 길항제들인 ICS 205-930, MDL 72222, GR 38032F 

(ondansetron) 등의 작용을 비교하고, MDL 72222는 두 수용

체에 대해 비슷한 효능을 보이는 반면, ICS 205-930과 

ondnansetron은 5-HT3R에 각기 300배, 100배 더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두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약물에 따라 다르다

고 하 다. Granisetron은 carbazole 유도체인 ondansetron과 

달리 indazole 유도체로 약리학적으로 효능이 크고 작용시간

이 길며 5-HT3R에 선택적이라고 알려져 있어,19,20) 근 nAChR

에 대한 작용도 두 약물이 다를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

의 누적 용량-반응 실험에서 granisetron은 10μg/ml군은, on-

dansetron 10μg/ml군과 달리 rocuronium의 근 이완 작용을 

강화시켰는데 5-HT3R에 선택성이 높다고 알려진 granisetron

이 오히려 근 nAChR에서 근 이완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

타난 점이 특이하다. 선택성과 관계없이 5-HT3R에서 효능의 

순서가 nAChR에서 똑같이 나타난 점은 두 수용체간의 약

리학적 상호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오심과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임상 용

량의 ondansetron과 granisetron을 투여하 을 때 도달되는 두 

약물의 혈중 최고 농도는 대략 100 ng/ml 정도에 불과하며 

본 누적 용량-반응 실험에서 두 약물이 rocuronium의 근 이

완을 강화시킨 농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흰쥐의 

횡격막 신경근 표본에서 행해진 약역학적 연구로 약물 약

동학적 차이를 반 하지 못한다. 

  또한 5-HT3R에서 d-tubocurarine의 역가는 인간과 생쥐에서 

1,800배의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21-23) 약물의 작용이 

종과 수용체의 아형에 따라 달라 실제 임상에서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ondansetron과 granisetron이 

rocuronium의 근 이완을 강화시킨 농도 100μg/ml, 10μg/ml

는 각기 그 1,000배, 100배에 해당되는 높은 농도로 두 약

물은 모두 근 이완 강화 작용이 있더라도 그 역가가 낮다. 

더욱이 수술 후 잔여 근 이완에 이들 약물이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한 부분 근 이완 실험에서 ED50으

로 생각되는 rocuronium 300μg/dl를 투여하여 부분 근 이완

을 만든 후에 ondansetron과 granisetron이 근 이완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 는데 이들 약제의 어떠한 농도에서도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ondansetron과 granisetron을 투여한 

후 10분에 연축 높이는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이후 

연축 높이의 변화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근 이완 

강화작용이 크다면 투여 후 10분에 그 차이가 충분히 반

될 수 있었을 것이다. 

  5-HT3R와 근 nAChR에서 전달물질 결합 역에 있는 방

향성 아미노산(aromatic amino acid), 곧 tyrosine과 tryptophan

이 결합물질의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으며,24-27) 이들 잔기의 위치와 기능이 유사함으로 인해 

다시 이들 수용체의 구조적 연관성이 입증되고 있다. 즉 두 

수용체와 결합물질의 결합에는 수용체의 방향족 고리(aro-

matic ring) 표면의 음 정전기 전위와 결합물질의 양전하를 

띠는 질소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cation-π 상호작용이 관여

한다.28) 그러나 이들 수용체와 작용제의 결합에서 질소 원

자가 5-HT3R에서는 일차 아민(primary amine)이고 근 nAChR

에서는 사차 암모늄(quaternary ammonium)이라는 점에서 중

요한 차이가 있다. 결합물질과 수용체 결합에 있어 양이온 

중추의 치환상태는 중요하며,28,29) 사차 암모늄이 결합물질의 

결합에 요구되는 근 nAChR와 달리 5-HT3R에서 질소 원자

의 치환 상태는 고려되지 않는다.30) 이와 같이 ondansetron, 

granisetron 등과 같은 5-HT3R 길항제의 질소 원자는 삼차 

아민으로써 근 nAChR에 높은 친화성을 보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수용체의 결합물질이 다른 종류의 수용체에서 

교차 상호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그 수용체의 결합

물질과 같은 부위에 결합하여 경쟁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Sun 등은31) 칼슘 통로 길항제인 3,4,5-trimeth-

oxybenzoic acid 8-octyl ester가 5-HT3R에서는 경쟁적인 길항

제로 작용하는 반면 근과 신경 nAChR에서는 비경쟁적 억

제제로 작용한다고 하 으며, chloropromazine과 lidocaine 유

도체인 QX-222도 5-HT3R에서는 경쟁적 길항제이나 nAChR

에서는 통로 차단제(channel blockrs)이다.32) 이는 두 수용체

가 구조적으로 유사하나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음

을 의미하며, 근 이완제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 ondansetron

과 granisetron도 5-HT3R에서의 결합 역과 구조적으로 유

사한 근 nAChR내의 어느 부위에 결합하여 비경쟁적 억제

제로서 교차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또한 Ondansetron은 Na+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소 마취

제의 성질을 가진다.33) 대부분의 국소 마취제는 신경근 전

달에 있어 운동 신경 말단이나 전접합부, 후접합부, 근막 

등의 다양한 부위에 작용하여 근 이완을 항진시키므로,34,35) 

이들 5-HT3R 길항제가 근 nAChR에 결합하지 않더라도, 이

러한 이유로 rocuronium에 의한 근 이완에 향을 끼쳤을 

수 있다. 

  이와 같이 ondansetron과 granisetron이 근 nAChR에서 교차 

작용을 할 가능성은 많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들은 높은 농

도에서는 rocuronium의 근 이완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비록 그 효능은 약하다 하더라도 수술 후 환자에서 오심

과 구토를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하여 투여한 5-HT3R 길항

제가 근 이완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회복의 지연이나 호흡 기능의 저하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근 이완의 회복이 지연되는 

환자에서 이들 약물의 투여 시에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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