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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timal Anti-emetic Dose of Ramosetron for Prevention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Following 
Gynecolg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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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is one of the most frequent and distressing side effects of surgery, 

and approximately 50−70% of patients who undergo gynecologic surgery suffer from PONV.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s of various doses of ramosetron on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following gynecologic surgery.

  Methods:  This study evaluated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study comprised of 200 patients who underwent gynecologic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4 groups; placebo group (saline 4 ml), R15 group 

(ramosetron 0.15 mg), R30 group (ramosetron 0.3 mg) and R45 group (ramosetron 0.45 mg).  Each patient was administered 

the study drug intravenously at the completion of the operation and the presence and severity of PONV were then evaluated 24 

and 48 hours after the operation.

  Results:  The incidence of PONV during the first 24 hours following surgery was lower in patients in the R30 group (44%) 

than in patients in the placebo group (68%)(P ＜ 0.05).  In addition, the incidence of PONV 24 to 48 hours after the operation 

was lower in patients in the R30 group (12%) and the R45 group (14%) than in patients in the placebo group (44%)(P ＜ 0.05) 

Moreover, common side effects of 5-HT3 receptor antagonist such as headache, dizziness, and constipation did not develop in 

any of the group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0.3 mg of ramosetron is the most effective dose for preventing PONV 

during to the first 48 hours following gynecologic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538∼43)

Key Words:  gynecologic surgery,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ramosetron. 

서      론

  수술 후 오심과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는 수술 후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 의 하나이다.1) 

PONV는 상당히 괴롭고 불쾌한 증상으로 많은 환자들은 술 

후 통증보다 더 참기 어려운 증상으로 생각하고 있다.2) 수

술과 마취 방법의 발 과 새로운 항구토제의 도입에도 불

구하고 수술 후 24시간 동안의 PONV 발생률은 20−30% 

정도이며 고 험군에서는 70% 정도의 발생률을 보인다.3) 

특히 부인과 수술을 받는 부분의 환자는 수술 후 오심, 

구토의 고 험군에 속하며, PONV의 발생률은 50−70% 정

도로 보고되고 있다.4) 

  PONV는 거의 부분 치명 이지는 않지만 환자에게 불

쾌감을  수 있고 탈수  해질 불균형, 압 증가, 수

술부 의 열, 식도 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으며 회복을 지연시켜 입원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다.5,6) 따라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입원 기간의 연장

과 합병증 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제  손실을 

이기 한 PONV의 방과 치료는 필요하다.

  방  항구토제 투여의 필요성에 한 논란은 많으나, 

PONV의 고 험군에 속하는 환자는 일상 으로 방  항

구토제를 투여하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PONV를 방하기 한 약제들

로는 항히스타민제, 항콜린제, 도 민 수용체 길항제, dro-

peridol 등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약제들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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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불쾌감, 추체외로 증상 등의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래할 수 있다.8) Serotonin 수용체 길항제는 이 에 많이 사

용되던 droperidol, 도 민 수용체 길항제 같은 항구토제보다 

효과가 강력하고 부작용이 어 PONV의 방에 리 사용

되고 있다.9)

  Ramosetron (NaseaⓇ, Astellas, Japan)은 가장 최근에 소개

된 5-hydroxytryptamine type 3 (5-HT3) 수용체의 선택 인 길

항제로서 항암제를 투여 받는 환자의 오심, 구토를 방하

는데 효과 이며 긴 작용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0) 하지만 PONV의 방 목 으로 사용할 때 ramosetron

의 한 투여 용량에 한 연구보고는 아직 많지 않다. 

이에 자들은 본 연구에서 부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상으로 PONV 방을 한 ramosetron의 정 용량에 

해 연구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임상 시험 심사 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부

인과 수술을 해 신마취를 시행하는 환자들  본 연구

에 한 설명을 받고 임상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미

국마취과학회 신체 등  분류 1 는 2에 해당하는 25세 

이상 60세 미만의 환자 200명을 상으로 하 으며, PONV

의 주요 험 인자로 알려진 비흡연 상태, 수술 후 아편 유

사제 사용의 조건에 부합하고 1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의 수

술을 받는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염, 궤양 등의 

장 계 질환이 있는 환자, 임부, 수유부 혹은 임신하고 있

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수술  24시간 내에 항 구토제를 

복용했던 환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험자가 임상시험 참

여에 부 합 하다고 단한 환자는 상에서 제외하 다.

  군 분류는 무작 로 배정하 고 수술 후 오심, 구토 방

을 해 ramosetron 0.15 mg을 정맥 투여하는 군을 R15군(n 

= 50), ramosetron 0.3 mg을 정맥 투여하는 군을 R30군(n = 

50), ramosetron 0.45 mg을 투여하는 군을 R45군(n = 50)으로 

하 고 식염수 2 ml를 투여한 군을 Placebo군(n = 50)으로 

배정하 다.

  모든 환자들은 수술  8시간 이상 식하 고, 마취  

처치로 glycopyrrolate 0.2 mg, midazolam 2 mg을 수술 30분 

에 근주 하 다. 마취 유도는 propofol 1.5−2.0 mg/kg로 

하 으며 의식 소실 후 rocuronium 0.6−1.0 mg/kg을 투여하

여 충분히 근 이완이 되었을 때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마취 유지는 산소 2 L/min, 아산화질소 2 L/min, 

sevoflurane 1.0−2.0 vol%로 유지하 고 기계  환기는 호기

말 탄산 가스압이 30−35 mmHg로 유지되도록 조 하 다. 

모든 실험 약제를 0.9%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 동일한 용

량인 4 ml로 미리 만들어 두었고, 수술이 종료될 때 어떤 

종류의 약물이 투여되는지 알지 못하는 마취과 의사가 각 

군에 따라 비한 약물을 정주 하 다. 수술 종료 후 100% 

산소로 용수 환기하며 자발 호흡을 유도하고 pyridostigmine 

0.2 mg/kg과 glycopyrrolate 0.01 mg/kg으로 근 이완제 효과를 

가역한 다음 충분히 자발 호흡이 돌아온 후 발 하 다. 정

맥 자가 통증 조 (intravenous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IV-PCA)은 basal-bolus infusor (Acemedical, Korea)를 사용하

여 fentanyl 1,000μg, ketorolac 180 mg을 생리식염수와 혼합

하여 100 ml로 만들어 지속주입량 2 ml/hr, 일시주입량 0.5 

ml로 설정하고 폐쇄 간격을 15분으로 하여 마취유도 직후

부터 투여하 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1시간 동안 오심, 구역, 구토 여부를 

찰 하 고 생체징후가 안정되고 의식이 충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환자를 병실로 옮겼다. 환자의 군 분류를 

모르는 지정된 마취과 의사가 수술 후 24시간과 48시간에 

환자를 방문하여 멀미와 PONV의 과거력, 오심, 구역, 구토

의 발생 유무, 오심의 심한 정도에 해 조사 하 다. 오심

의 정도를 비교하기 하여 오심의 정도를 4 point scale [0: 

오심 없음, 1: 경증(오심이 음식 섭취나 움직임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10분 이상 지속되지 않으며, 어떤 항

구토제도 필요치 않은 경우), 2: 등도(오심이 어떤 외부 

자극없이 유발되거나 한번의 항구토제 투여가 필요한 경

우), 3: 증(2회 이상 오심을 느끼며 1회 이상 항구토제가 

투여된 경우)]로 평가하여 조사하 다.11)  내용물의 배출

이 없으면 구역, 있으면 구토로 간주하 다.12) 환자가 

PONV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metoclopramide 0.25 mg/kg

을 정주하 고, 수술 후 통증에 해 추가 인 치료를 원하

는 경우에는 IV-PCA의 증량이나 아편유사제의 투여는 오심 

 구토 발생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ketorolac 0.5 

mg/kg을 정주하 다.

  통계방법은 SPSS 1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용하 으며, 상 환자들의 나이, 신장, 체 , 수술 시간은 

평균 ± 표 편차로 표시하여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검정했으며 멀미와 PONV의 과거력은 숫자로 표시하여 

Pearson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PONV, 오심, 

구역, 구토의 발생은 숫자와 백분율(%)로 표시하여 Pearson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 고, 오심의 정도는 4 

point scale의 평균값으로 표시하여 independent t-test로 분석

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단하 다.

결      과

  모든 군에서 환자의 나이, 몸무게, 신장은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 PONV의 발생에 향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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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Demographics

P group R15 group R30 group R45 group

(n = 50) (n = 50) (n = 50) (n = 50)

Age (yr)  43.6 ± 4.6  43.2 ± 9.1   45.8 ± 11.7  40.1 ± 10.6

Height (cm) 157.5 ± 4.6 158.5 ± 4.9 156.7 ± 5.5 158.9 ± 5.4

Weight (kg)  55.5 ± 9.6  58.0 ± 8.3  58.5 ± 8.6  55.3 ± 4.5

Duration of  137.4 ± 38.3 120.6 ± 38.9  138.6 ± 44.4 127.2 ± 45.6

 operation  

 (min)

History of 16 17 13 18

 motion sickness

 or PONV (n)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P: placebo, R15: ramosetron 

0.15 mg, R30: ramosetron 0.3 mg, R45: ramosetron 0.45 mg. 

PONV: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Table 3. Severity of Postoperative Nausea

P R15 R30 R45

group group group group

0−24 hr after anesthesia

  Nausea Scale 1.28 0.60 0.60 0.44

(0−3) (0−2)* (0−3)* (0−3)*

24−48 hr after anesthesia  

  Nausea Scale 0.64 0.18 0.12 0.16

(0−3) (0−1)* (0−2)* (0−1)*

Values are mean (range). Each group was consisted of 50 patients. 

P: placebo, R15: ramosetron 0.15 mg, R30: ramosetron 0.3 mg, 

R45: ramosetron 0.45 mg. *: P ＜ 0.05 versus placebo group. 

Table 2. Incidence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R15 group R30 group R45 group
P group

(n = 50)
(n = 50) P (n = 50) P (n = 50) P

0−24 hr after anesthesia

  PONV 34 (68) 26 (52) 0.105 22 (44) 0.015 25 (50) 0.068

  Nausea 34 (68) 22 (44) 0.015 20 (40) 0.005 18 (36) 0.001

  Retching 16 (32) 16 (32) 1.000  9 (18) 0.108 12 (24) 0.378

  Vomiting  8 (16)  4 (8) 0.222  4 (8) 0.222  4 (8) 0.222

24−48 hr after anesthesia

  PONV 22 (44) 15 (30) 0.150  6 (12) 0.000  8 (16) 0.001

  Nausea 22 (44)  9 (18) 0.005  4 (8) 0.000  8 (16) 0.002

  Retching  4 (8)  6 (12) 0.510  4 (8) 1.000  2 (4) 0.405

  Vomiting  2 (4)  0 (0) 0.156  0 (0) 0.156  0 (0) 0.156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P values versus placebo. P: placebo, R15: ramosetron 0.15 mg, R30: ramosetron 0.3 mg, R45: 

ramosetron 0.45 mg. 

수술 시간, 멀미와 PONV의 과거력도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수술 후 24시간 동안의 PONV 발생률은 R30군(44%)에서 

Placebo군(68%)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R15군(53%)과 

R45군(50%)은 Placebo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24−48시간 동안의 PONV 발생률은 R30군(12%), 

R45군(14%)에서 Placebo군(44%)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았

다(P ＜ 0.05)(Table 2).

  수술 후 24시간 동안 오심의 발생률은 R15군(44%), R30

군(40%), R45군(36%)에서 Placebo군(68%)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수술 후 24−48시간 동안 오심의 발생률은 R15군

(18%), R30군(8%), R45군(16%)에서 Placebo군(44%)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P ＜ 0.05)(Table 2). 

  수술 후 24시간 동안 구역  구토의 발생률은 각 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수술 후 24−48시간 동안 구역 

 구토의 발생률은 모든 군에서 낮은 발생률(0−12%)을 

보 으며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수술 후 0−48시간 동안 Nausea scale의 평균값은 R15, 

R30, R45군에서 Placebo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수술 

후 0−24시간에는 R45군(0.44)에서 가장 낮았고 수술 후 24

−48시간에는 R30군(0.12)이 가장 낮았다(P ＜ 0.05)(Table 

3).

  술 후 0−48시간 동안 오심  구토의 발생으로 추가 항

구토제를 투여한 환자의 수는 R30군과 R45군에서 Placebo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P ＜ 0.05), R15군에서는 Place-

bo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5-HT3 수용체 길항제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두통, 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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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quired Rescue Antiemetics during 48 Hours after 

Anesthesia

P R15 R30 R45

group group group group

(n = 50) (n = 50) (n = 50) (n = 50)

0−24 hr after anesthesia

  Rescue antiemetics 16 (32) 14 (28) 5 (10)* 4 (8)*

24−48 hr after anesthesia

  Rescue antiemetics 11 (22)  8 (16) 2 (4)* 1 (2)*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P: placebo, R15: ramosetron 

0.15 mg, R30: ramosetron 0.3 mg, R45: ramosetron 0.45 mg. *: P 

＜ 0.05 versus placebo group.

Table 5. Incidence of Adverse Events

P R15 R30 R45

group group group group

(n = 50) (n = 50) (n = 50) (n = 50)

Headache 3 (6) 2 (4) 3 (6) 1 (2)

Dizziness 1 (2) 2 (4) 1 (2) 2 (4)

Constipation 1 (2) 1 (2) 0 (0) 1 (2)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P: placebo, R15: ramosetron 

0.15 mg, R30: ramosetron 0.3 mg, R45: ramosetron 0.45 mg.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움, 변비의 발생은 각 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Table 5).

고      찰

  PONV는 발생기 이 아직 명확히 밝 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험 요인이 PONV의 발생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여성, 수술 후 구토증이나 차멀미 기왕력, 비 흡연, 

은 나이, 장 계 질환 같은 환자 련 요인, 흡입마취

제, 아산화질소, 아편 유사제 등의 마취 련 요인, 수술 종

류와 수술 시간과 같은 수술 련 요인 등이 PONV의 발생

에 작용하는 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8,13,14)
 최근에는 

PONV의 발생을 측할 수 있는 험 모형(risk model)을 개

발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Apfel 등은15) 흡입마취를 시행 

받는 환자에서 여성, PONV 는 멀미의 과거력, 비흡연, 

수술 후 아편 유사제 사용이 PONV의 가장 요한 험인

자라고 하 고, 이 험 인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PONV 발생률이 21%, 39%, 61%, 79%로 증가한다고 발표했

다. Apfel 등의 험 모형은 다른 PONV 험 모형에 비해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더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는 험 모

형보다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16) 

  Serotonin 수용체 길항제는 추 으로 화학 수용체 유발 

역 (chemoreceptor trigger zone)과 말 으로 장계 미주

신경에 있는 5-HT3 수용체에 선택 으로 작용하여 항구토 

작용을 일으키며, 항암제 투여를 받는 환자의 오심, 구토 

방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Tramer 등은9) ondan-

setron이 PONV의 치료에서 droperidol이나 metoclopramide 보

다 효과 인 것으로 보고하 다. 한 ondansetron은 dro-

perodol의 부작용인 진정, 불쾌감  추체 외로 증상 등이 발

생하지 않는 장 을 가져 PONV의 방과 치료에 리 사용

되고 있다.17) 최근에는 ondansetron에 비해 효과가 강하고 작

용 시간이 긴 약제인 granisetron, ramosetron 등이 소개 되었

으며 PONV의 방을 해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Ramosetron은 최근에 소개된 5-HT3 수용체의 선택 인 길

항제로 다른 약제와 비교하여 효과가 강하고 약리학 으로 

높은 생물학  이용효능(bioavailabilty)을 가지며,18) cisplatin 

투여에 의한 성 구토증을 방하기 해 투여되었을 때, 

구토 방에 효과 이며 더 긴 작용 시간을 갖는다고 보고

되었다.19) Fujii 등은 부인과 수술과 후 오심, 구토의 방을 

한 ramosetron과 granisetron의 효과 비교 연구에서 ramo-

setron이 granisetron에 비해 효과가 강하며 작용 시간이 길다

고 보고하 다.20)

  Fujii 등은18,21-23) 부인과 수술, 갑상선 제술, 담낭 제술, 

이수술 등의 수술 후 오심, 구토 방을 한 ramosetron

의 정 용량에 한 연구에서 ramosetron의 용량을 0.15 

mg, 0.3 mg 0.6 mg으로 나 어 시행하 고 수술 후 0−48

시간 동안의 PONV 발생률이 ramosetron 0.3 mg과 0.6 mg을 

투여한 군에서 Placebo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자들은 고용량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ramosetron의 부작용을 이려는 의도에서 ramosetron 

용량을 0.15 mg, 0.3 mg, 0.45 mg으로 나 어 시행하 으며, 

ramosetron의 작용시간이 24시간 이상임을 고려하여 수술 

후 48시간까지 PONV의 발생과 오심의 정도를 찰하 다. 

그 결과 수술 후 0−24시간 동안의 PONV 발생률은 

ramosetron 0.3 mg을 투여한 군에서 Placebo군에 비해 유의

한 감소를 보 고, 수술 후 24−48시간 동안의 PONV 발생

률은 ramosetron 0.3 mg과 0.45 mg을 투여한 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여 Fujii 등이 발표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

다. 하지만 Fujii 등이21) 부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상

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ramosetron 0.3 mg과 0.6 mg을 투여

한 군의 수술 후 0−48시간 동안 PONV 발생률이 7−13%

로 낮게 나온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ramosetron 0.3 

mg과 0.45 mg을 사용한 군에서의 수술 후 0−48시간 동안 

PONV 발생률이 12−50%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술 

후 IV-PCA를 통해 아편 유사제를 투여받는 환자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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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 고 실험 상이 된 환자들은 수술 후 36−48시간 

정도까지 IV-PCA를 지속하여 유지하 다. 지속 인 아편유

사제의 사용은 수술 후 0−48시간 동안의 PONV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것과 Fujii 등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수술 후 

0−48시간 동안 PONV 발생률이 ramosetron 0.3 mg과 0.45 

mg을 사용한 군에서도 12−50%로 높게 나타난 것에 기여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I Fujii 등의 연구와 다르게 

PONV 험 모형의 주요 험인자인 비흡연자만을 상으

로한 것도 ramosetron을 투여한 후 PONV 발생률이 비교  

높게 나타난 것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 결과들과21-23) 상이하게 

수술 후 0−48시간 동안 ramosetron 0.3 mg을 투여한 군보

다 ramosetron 0.45 mg을 투여한 군에서 PONV의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군에서의 PONV 발생

률 차이가 작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ramosetron 

0.3 mg 보다 높은 용량에서 PONV의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

한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며, 추후 다른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검토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후 0−48시간 동안의 오심의 발생은 ramosetron 0.15 

mg, 0.3 mg, 0.45 mg을 투여한 군에서 Placebo군에 비해 유

의하게 낮게 나타났지만, 수술 후 0−48시간 동안의 구역과 

구토의 발생은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ondansetron과 granisetron 등의 5-HT3 수용체 길항

제들이 오심보다는 구토의 억제에 더 효과 이라는 보고와

는 상반되는 것이다.24) 하지만 수술 후 0−48시간 동안의 

구역  구토의 발생률이 Placebo군에서도 2−16%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각 군 간에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체로 ramosetron을 사용한 

군에서의 구역  구토 발생률은 Placebo군에 비해 낮게 나

타났다. 따라서 ramosetron이 수술 후 0−48시간 동안의 구

역  구토 발생 방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Koivuranta 등은14) 수술의 오심의 정도를 측정하기 해 

오심의 정도를 환자로 하여  0 (오심 없음)부터 10 (상상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오심)까지의 숫자 에서 하나를 고

르게 하고, 0 은 오심 없음, 1−3 은 경증(mild), 4−6 은 

등도(moderate), 7−10 은 증(severe)으로 나 어 평가하

는 방법을 사용하 지만, 본 연구에서 자들은 환자의 감

정이나 주 이 반 되는 것을 막고 객 인 평가를 하기 

해 Eberhart 등이11) PONV의 증도를 측정하기 해 사

용하 던 분류법을 사용하여 오심이 음식 섭취나 움직임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10분 이상 지속되지 않으

며, 어떤 항구토제도 필요치 않은 경우 경증(mild), 오심이 

어떤 외부 자극없이 유발되거나 한번의 항구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등도(moderate), 2회 이상 오심을 느끼며 1회 

이상 항구토제가 투여된 경우 증(severe)으로 나 어 평가

하 다. 수술 후 0−48시간 동안 Nausea scale의 평균값은 

ramosetron 0.15 mg, 0.3 mg, 0.45 mg을 투여한 군에서 

Placebo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Ramosetron이 효과 으로 오심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부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상으로 PONV 

방을 한 ramosetron의 정 용량에 해 연구한 결과, 

ramosetron 0.3 mg이나 ramosetron 0.45 mg을 투여하여 수술 

후 0−48시간 동안의 PONV와 오심의 발생을 의미 있게 감

소시킬 수 있었고 오심의 정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

었다. 경제 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ramosetron 0.3 mg이 수

술 후 오심  구토의 방에 가장 효과 인 용량이라 생

각된다. 하지만 ramosetron 0.3 mg을 투여한 군에서도 수술 

후 0−24시간 동안의 PONV 발생률은 44%로 높게 나타났

다. PONV 험 모형의 고 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의 PONV 

발생을 효과 으로 방하기 해서는 PONV의 험요인을 

이거나 항구토제를 병합투여하는 등의 추가 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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