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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osetron과 Metoclopramide가 Bispectral Index와
각성시간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신철호․조영우․김대우․강 건

Abstract
The Effect of Ramosetron and Metoclopramide
on the Bispectral Index and Awakening Time
Chul Ho Shin, M.D., Young Woo Cho, M.D., Dae Woo Kim, M.D., and Keon Ka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Ulsan University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Background: Ramosetron lacks the sedative, extrapyramidal symptoms associated with metoclopramide and droperidol. Sedation can occurs in patients receiving metoclopramide and delayed recovery
from anaesthesia has been reported. Our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effect of ramosetron with
metoclopramide on the bispectral index (BIS) and awakening time.
Methods: Forty four patients scheduled for elective operation were allocated at random into two
groups: ramosetron 0.3 mg or metoclopramide 10 mg. These drugs were administered intravenously
before completion of the surgical procedure.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were recorded
within the first 48 hour after surgery. BIS, blood pressure, heart rate before and after injection of
antiemetics, and awakening time were obtained.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PONV between ramosetron and
metoclopramide group. In the metoclopramide treated group, the BIS value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46.6 ± 7.3 to 39.6 ± 10.2 in 12-15 minutes after injection (P ＜ 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wakening time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The BIS w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metoclopramide treated group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awakening time between th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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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bispectal index (BIS), extrapyramidal symptoms, metoclopramide,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ramosetron.

서

론

수술 후 오심과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책임저자：강 건, 울산시 동구 전하동 290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우편번호: 682-714
Tel: 052-250-7241, Fax: 052-250-7249
E-mail: k2676k@uuh.ulsan.kr

ting, PONV)는 환자를 괴롭히는 부작용으로 부인과 수
술을 받는 환자에게 그 빈도가 현저히 높다.1) 또한 지
속적인 구역질 혹은 구토는 정맥성 고혈압 및 마취제
와 진통제의 잔류효과로 기도반사가 저하된 경우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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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물의 폐흡인 위험성을 증가시킨다.2)

100% 산소를 마스크로 투여하면서 thiopental 5 mg/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구토제는 phenothiazine, bu-

kg, lidocaine 40 mg, rocuronium bromide 0.6 mg/kg을 정

tyrophenone, 항히스타민제, 항콜린제제, benzamide, se-

주하여 마취를 유도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rotonin antagonist 등이 있지만 부작용과 비용-효율적인

마취유지는 산소 2 L/min, 아산화질소 2 L/min과 sevo-

면, 과거병력, 환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된다.

flurane으로 하였고, 수술 종료 후 glycopyrrolate 0.2 mg

Ⓡ

Ramosetron (나제아 , 아스텔라스, 일본)은 최근에 개발

과 pyridostigmine 10 mg으로 근이완을 역전시켰다.

된 5-hydroxytryptamine type 3 (5-HT3) 수용체의 선택적

환자의 진정 및 최면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이마와

길항제로서 항암제로 야기되는 오심 및 구토의 예방과

눈 주위를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린 후 BIS (A-2000, As-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Ramosetron은

pect Medical System co. USA) 모니터의 sensor를 5초 동

granisetron보다 cisplatin으로 야기되는 구토에 효과적

안 눌러 고정하였다. 그 후 sensor tab을 PIC (patient in-

이고 장시간 작용하며 ramosetron 0.3 mg이 granisetron

terface cable)와 연결하여 본체에 부착하였다. 각 sensor

2.5 mg과 비교해서 마취 후 48 시간동안 PONV 예방에

의 저항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감시를 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작하였다.

Ⓡ

Metoclopramide (맥페란 , 동화약품, 한국)의 성인용

환자의 분류는 무작위로 배정하였고, 수술 종료 전에

량은 10-20 mg으로 위장운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

ramosetron 0.3 mg을 정주한 군과 metoclopramide 10 mg

라 화학수용체 방아쇠영역에서 항도파민 작용으로 구

을 정주한 군으로 22명씩 할당하였다. 수술이 종료되어

토를 예방한다. Metoclopramide는 반감기가 짧으므로

갈 때 혈압, 심박수가 정상치를 안전하게 5분 이상 지

수술 직후에 항구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 종료직

속되고 BIS 치의 변화가 미미할 때 BIS, 혈압, 심박수를

전이나 직후에 투여해야 한다.4) 그러나 metoclopramide

측정한 후 metoclopramide 10 mg 혹은 ramosetron 0.3

는 진정효과가 강력하여 평균 각성시간이 다른 항구토

mg을 5분 이상 천천히 정주하였다. 그 후 BIS, 혈압,

제보다 더 연장된다는 단점이 있다.

5)

Ramosetron은

metoclopramide나 droperidol과 관련된 진정이나 추체외
로 증상이 없다고 한다.
저자들은 ramosetron과 metoclopramide의 항구토효과

심박수가 가장 변화가 심할 때 시각과 측정치를 기록
하였다.
PONV 발생 유무는 마취 후 48시간 내에 3회 주기로
기록했는데

0-3시간은

회복실,

3-24시간,

24-48시

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 약제들을 각각 투여한 후

간은 일반병실에서 관찰하였다. 각성시간은 sevoflurane

PONV 예방효과, 각성시간, bispectral index (BIS), 생체

과 아산화질소의 투여를 중단한 시점에서 눈을 뜨라는

활력징후들을 비교 관찰하였다.

지시에 반응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수술 후 IV-PCA는 AutomedⓇ (2200, 에이스메디칼, 한

대상 및 방법
전신마취로 부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 중 미국마취
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해당하는 환자 중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
한 20-65세의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신장, 심혈관계,
간기능이상, 비만, 위장병, 멀미, 이전 PONV 병력, 임
산부, 생리, 수술시작 전 24시간 이내 항구토제 및 항히
스타민제 투여한 환자, 파킨슨병 환자, 장폐쇄, 갈색세
포종환자들은 제외하였다.
마취 전처치는 하지 않았다. 모든 환자들은 수술실에
도착한 후 심전도, 비침습성 혈압감시장치, 맥박 산소
계측기, BIS 감시장치 등을 부착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Data
ꠧꠧꠧꠧꠧꠧꠧꠧꠧꠧꠧꠧꠧꠧꠧꠧꠧꠧꠧꠧꠧꠧꠧꠧꠧꠧꠧꠧꠧꠧꠧꠧꠧꠧꠧꠧꠧꠧꠧꠧꠧꠧꠧꠧꠧꠧꠧ
Ramosetron
Metoclopramide
group (n = 22) group (n = 2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9.9 ± 8.4
41.2 ± 7.3
Weight (kg)
57.9 ± 6.3
59.6 ± 6.8
Height (cm)
158.5 ± 4.2
157.6 ± 3.9
Duration of
106.4 ± 35.1
118.6 ± 51.3
operation (min)
Duration of
140.1 ± 46.3
162.9 ± 53.1
anesthesia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and number of patients (%).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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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cidence of Nausea and Vomiting after Operation
ꠧꠧꠧꠧꠧꠧꠧꠧꠧꠧꠧꠧꠧꠧꠧꠧꠧꠧꠧꠧꠧꠧꠧꠧꠧꠧꠧꠧꠧꠧꠧꠧꠧꠧꠧꠧꠧꠧꠧꠧꠧꠧꠧꠧꠧꠧꠧꠧꠧꠧꠧꠧꠧꠧꠧꠧꠧꠧꠧꠧꠧꠧꠧꠧꠧꠧꠧꠧꠧꠧꠧꠧꠧꠧꠧꠧꠧꠧꠧꠧꠧꠧꠧꠧꠧꠧꠧꠧꠧꠧꠧꠧꠧꠧꠧꠧꠧꠧꠧꠧ
0-3 h
3-24 h
24-48 h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amosetron Metoclopramide
Ramosetron Metoclopramide
Ramosetron Metoclopramide
(n = 22)
(n = 22)
(n = 22)
(n = 22)
(n = 22)
(n = 2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usea
3 (13.6%)
5 (22.7%)
3 (13.6%)
6 (27.3%)
1 (4.5%)
5 (22.7%)
Vomiting
0 (0%)
0 (0%)
1 (4.5%)
4 (18.2%)
0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Table 3. Changes of Bispectral Index (BIS), Heart Rate (HR) and Blood Pressure (BP)
ꠧꠧꠧꠧꠧꠧꠧꠧꠧꠧꠧꠧꠧꠧꠧꠧꠧꠧꠧꠧꠧꠧꠧꠧꠧꠧꠧꠧꠧꠧꠧꠧꠧꠧꠧꠧꠧꠧꠧꠧꠧꠧꠧꠧꠧꠧꠧꠧꠧꠧꠧꠧꠧꠧꠧꠧꠧꠧꠧꠧꠧꠧꠧꠧꠧꠧꠧꠧꠧꠧꠧꠧꠧꠧꠧꠧꠧꠧꠧꠧꠧꠧꠧꠧꠧꠧꠧꠧꠧꠧꠧꠧꠧꠧꠧꠧꠧꠧꠧꠧ
Ramosetron group
Metoclopramide grou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efore injection
After injection
Before injection
After injec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IS
45.1 ± 3.8
44.9 ± 4.5
46.6 ± 7.3
39.6 ± 10.2*
HR
78.7 ± 10.4
77.7 ± 9.1
70.7 ± 12.8
71.1 ± 12.8
Systolic BP
119.1 ± 7.4
121.8 ± 8.2
118.5 ± 11.4
116.5 ± 15.5
Diastolic BP
78.5 ± 6.4
78.2 ± 7.3
75.9 ± 8.8
76.5 ± 9.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the value before injection of antiemetics.

국) 주입기로 fentanyl (명문) 0.3μg/kg/h와 체중에 따라

mide 그룹에서 18.2%이었고 다른 시간대는 발생하지

5-7앰플(30 mg/앰플)의 ketorolac (한국로슈)을 생리식

않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염수로 희석한 75 ml (2-2.8 mg/ml)을 1 ml/h로 주입하
고, 폐쇄간격은 15분으로 통증을 조절했다.
양군 간에 대상환자의 연령, 체중, 신장, 수술 및 마
취시간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혈압과 심박수에 유의한 변화도 없었다. BIS 치는
ramosetron 그룹에서 주사 전은 45.1 ± 3.8, 주사 후는
44.9 ± 4.5이었고, metoclopramide 그룹에서는 주사 전
에(46.6 ± 7.3) 비해 주사 후에(39.6 ± 10.2) 유의하게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통

감소하였다(P ＜ 0.05)(Table 3). 각성시간은 ramosetron

계는 두군 간의 비교에서 변수의 특성에 따라 unpaired

그룹에서 3.8 ± 1.3분, metoclopramide 그룹에서는 4.8

student t-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고 군내에

± 1.3분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서 항구토제 주사 전후의 BIS와 혈역학적 변화의 비교
에는 paired student t-test를 실시하였으며 P값이 0.05 미

고

찰

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부인과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PONV 예방에 ramo-

결

과

setron 0.3 mg과 metoclopramide 10 mg의 효과는 유사하
였다. 또한 metoclopramide를 정주한 군에서 ramosetron

오심은 수술 후 첫 3시간, 3-24시간, 24-48시간 대
에 ramosetron 그룹에서 각각 13.6%, 13.6%, 4.5%이었고

군과 달리 BIS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지만, 각성시간에
는 차이가 없었다.

metoclopramide 그룹에서 22.7%, 27.3%, 22.7%이었으

PONV는 마취와 관련된 불쾌한 경험이며 수술 후 재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토는 수술 후

원일수를 연장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부가해

3-24시간대에 ramosetron 그룹에서 4.5%, metoclpopra-

서 좋지 않은 마취경험으로 차후 수술에 대한 태도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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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상열개, 식도파열, 전
해질 이상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의 원인이 된다.

7)

로 퇴원이 지연되고 중추신경계통의 독성에 대한 염려
12)

때문에 항구토제의 조합은 피하기도 한다.

반면에 작

최근의 연구들에서 일반적인 전신마취와 관련된

용기전이 다른 두세 가지의 항구토제를 병용 투여하여

PONV의 발생빈도는 20-30%로 보고되고 있지만,4) 발

예방효과를 높이고 부작용 발생도 줄일 수 있다는 보

생위험이 높은 소인을 가진 경우에는 80%이고 심각한

고도 있다.

8,9)

13)

Ramosetron은 metoclopramide나 droperidol

그러므로 PONV

같은 비 5-HT3 수용체 길항제와 관련된 진정, 이영양,

의 유발요인에 해당하는 40세 이하의 젊은 사람, 여자,

추체외로 증상 들이 없다고 하며4) Bermudez 등은14)

PONV의 과거력, 비만, 술전 불안, 술중 아편유사제 사

ramosetron과 granisetron의 부작용은 임상적으로 심각

용, 장시간 마취, 부인과 수술, 복강경 수술, 사시수술

하지 않았고 두통, 어지러움, 졸음의 빈도 차이가 없었

오심과 구토도 0.1%로 보고되었다.

환자들은 예방적인 항구토제의 처치가 필요하다.

4)

다고 하였다.

PONV를 예방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 butyrophe-

Metoclopramide는 장의 평활근에 아세틸콜린의 자극

none,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 등 여러 약제들의 접근이

효과를 증강시켜서 하부식도괄약근의 긴장도를 높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진정, 저혈압, 구강건조, 불

고 위 배출을 촉진시켜 위액량을 감소시킨다. 또한 중

쾌감, 환각 그리고 추체외로 증상같은 원치않는 부작용

추신경계의 화학수용체 방아쇠 영역에 도파민 수용체

4)

들로 인하여 그 사용이 제한적인 약제들도 있다. 이러

를 차단해서 항구토 효과를 나타낸다. 신장이나 쓸개의

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ramosetron은 새로운 5-HT3 수

급성통증, 자궁경련 같은 평활근 연축이 있을 때 어느

용체 길항제로 cisplatin으로 야기된 오심과 구토에 효

정도의 진통효과를 제공하는데 콜린 유사제제와 도파

10)

과가 있고 granisetron에 비해 장시간 작용한다.
11)

15)

민 효과로 생각한다.

0.15 mg/kg의 metoclopramide가

부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서 마취 후

효과있는 최소용량으로 수술이 끝날 때 투여하거나16)

첫 24시간 동안 PONV예방을 위해 granisetron의 항구토

0.25 mg/kg을 수술시작 전에 투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

효과는 ramosetron의 항구토효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다는 보고가 있다.

Fujii 등은

17)

그러나 PONV 예방에 metoclo-

았고 24-48시간 동안 PONV가 없고 다른 항구토제를

pramide의 효과를 실험한 많은 연구에서 약 50%는 위

재투여하지 않은 경우는 ramosetron이 granisetron보다

약보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18)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ramosetron이

Metoclopramide 투여 후 부작용은 10-20%로 보고되

granisetron보다 더 길게 작용하고 항구토 효과가 더 좋

는데 졸음과 권태가 가장 흔한 증상이다. 그러나 불안

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Granisetron과 ramosetron

감, 초조감, 운동성 불안 등이 과량으로 정주한 후에 올

사이의 효과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통상 경미하고 일시적으로 투

granisetron의 3.1 ± 1.2 시간, ramosetron의 5.8 ± 1.2

약을 중지하면 소실된다. 추체외로 증상은 드물어 1%

시간의 소실반감기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5-HT3 수용

이하이며,

체 길항제의 친화력이 granisetron이 1이고 ramosetron이

metoclopramide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생긴다.

41인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PONV 예방에

본 연구에서도 추체외로 증상이나 파킨슨 반응은 없었

ramosetron의 정확한 기전은 잘 모르지만 뇌간의 최후

다.

19)

파킨슨 반응은 통상 중년 후에 생기고
18)

영역에 도파민, 오피오이드, 세로토닌 혹은 5-HT3 수용

진정은 장기간 metoclopramide를 투여한 환자의 10%

체가 풍부하고 고립로핵은 enkephalin과 히스타민 및

에서 올 수 있고 마취에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무스카린성, 콜린성 수용체가 많다. 이러한 수용체들은

보고하였지만 PONV를 예방하기 위해 적당량을 사용

구토중추에 자극의 전달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했을 때는 드물다.

수용체의 차단이 현재 사용중인 항구토제의 주요한 작

pramide의 PONV 예방용량을 정주한 후 BIS의 변화는

4)

18)

그러나 본 연구에서 metoclo-

용기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후영역에 있는 화학수

그 진정효과로 추정되는데, 일회주사로도 진정효과를

용체 방아쇠 영역을 조정하는 신경전달물질을 모두 조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aldwell 등

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제는 아직 없다. 그러므로

은19) metoclopramide 10 mg과 glycopyrronium 0.2 mg을

여러 신경전달물질을 표적으로 하는 약제들의 조합으

전처치로 투여한 후 심한 불쾌감, 초조감, 정좌불능증

로 PONV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과도한 졸음으

을 보고했는데 benztropine으로 역전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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