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마취과학회지 2001; 41: 33∼38

33

서      론

  최근 수술 후 통증 치료를 위한 정맥 통증 자가 

조절법(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IV-PCA)

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아편양 제제의 지속적 투여

로 인한 오심과 구토가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이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Ondansetron은 

미주 신경말단, 위장관 점막, 화학수용체 유발 역

정맥 통증 자가 조절시 Ondansetron의 투여 시기가
술 후 오심 및 구토 억제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교실 및 *산부인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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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iming of Ondansetron Administration on Nausea and
Vomiting during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Dong Hee Kim, M.D., Duk Hyun Cho, M.D., and Choong Hak Park, M.D.*

Departments of Anesthesiology, *Obstetrics and Gynecology,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Background:  This study was designed to establish the optimal timing of administration of ondansetron 

for prevention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during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IV-PCA).

  Methods:  Eighty women undergoing a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under general anesthesia were 

randomized to receive a placebo (n = 20, group 1), ondansetron 2 mg before induction and 2 mg after 

surgery (n = 20, group 2), ondansetron 4 mg before induction (n = 20, group 3), or ondansetron 4 mg 

after surgery (n = 20, group 4).  An IV-PCA using butorphanol and ketorolac was connected to the 

patients after waking from the anesthesia.  The incidences and severity of nausea and vomiting were 

recorded for 48 hr postop.

  Results:  The incidences of nausea and vomiting in group 1 (75%, 40%)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ondansetron administration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ondansetron groups 

(group 2; 45%, 20%, group 3; 45%, 15%, group 4; 40%, 10%) (P ＜ 0.05).

  Conclusions:  The prophylactic administration of ondansetron is effective in preventing PONV during 

IV-PCA, but the timing of ondansetron administration has no effect on its efficacy.  (Korean J An-

esthesiol 2001; 41: 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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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receptor trigger zone: CTZ)에 존재하는 5-hy-

droxytryptamine (5-HT3)의 serotonin 수용체를 선택적

으로 길항하여 오심과 구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

다.1) 수술 후 IV-PCA 시행 전의 ondansetron 4 mg 

투여는 술 후 구토 발생률과 항구토제의 사용량을 

감소시켰으며,
2)
 수술 후 부하량으로 ondansetron 2, 4 

mg 투여 후 동량을 IV-PCA용액에 첨가하여 지속 

주입하는 경우에서도 오심과 구토의 억제 효과가 우

수하 다.
3)
 그러나, ondansetron 투여 시기에 대하여

는 수술 종료 직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

고,
4) 
마취유도 직전,

5,6) 
마취 유도 15분 후,

7)
 수술종

료 30분 전
2) 
등으로 다양하 다.

  본 연구는 전신마취하 부인과 수술 후 IV-PCA를 

실시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술 후 

오심과 구토(postopr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를 예방할 수 있는 ondansetron의 적절한 투여 시기

를 결정하기 위하여 ondansetron의 상용량인 4 mg을 

마취유도 직전이나 수술 종료 시 투여하여 보거나 

상용량의 절반인 2 mg을 마취유도 직전과 수술 종

료 시에 각각 투여하여 총 4 mg을 투여함으로써 그 

오심 및 구토 억제 효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대상 및 방법

  복식 전자궁 적출술(total abdominal hysterectomy: 

TAH)이 예정되고, 술 후 통증관리를 원하는 미국마

취과학회 전신상태 분류상 1, 2급에 해당되는 환자 

중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받고 동의한 30-60세 사

이의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하 다. 약물 남용의 과

거력이 있거나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마취 전 투약없이 thiopental sodium과 succinylcho-

line을 이용한 마취 유도 후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고 

N2O-O2-enflurane을 이용한 전신마취를 실시하 으며 

pancuronium을 이용하여 근이완을 유도하 다. 대상 

환자를 무작위로 각 군 20명씩 네 군으로 나누어 1

군(n = 20)은 전신마취 유도 직전과 수술 종료 시에 

각각 2 ml의 생리 식염수(normal saline: N/S)를 정주

하고, 2군(n = 20)은 ondansetron (Zofran
Ⓡ 
Glaxo-

Wellcome, Korea) 2 mg (1 ml)을 N/S 1 ml에 혼합하

여 마취 유도 직전과 수술 종료 시에 각각 정주하

고, 3군(n = 20)은 ondansetron 4 mg (2 ml)을 마취 

유도직전, N/S 2 ml를 수술 종료 시, 4군(n = 20)은 

N/S 2 ml를 마취 유도 직전, ondansetron 4 mg (2 

ml)을 수술 종료 시 각각 정주하 다. 수술 종료 시 

atropine 1.0 mg과 neostigmine 1.5 mg을 이용하여 근

이완제 효과를 가역하 다.

  회복실에서 환자 각성 후 VAS 통증 점수를 이용

하여 환자의 통증정도를 평가하고, butorphanol 10 

mg과 ketorolac 240 mg에 5% D/W가 혼합된 PCA 용

액 100 ml를 만들어 부하량으로 3 ml를 투여한 후, 

지속 주입량 없이 환자가 PCA 기계(Walkmed PCAⓇ, 

Medex, USA)의 단추를 누를 때마다 10분의 폐쇄 간

격으로 1 ml씩 투여되도록 하 다.

  환자 각성 직후와 각성 후 1, 2, 6, 12, 24, 36, 48

시간마다 통증, 오심, 구토, 진정 증상 및 기타 부작

용 발생 여부를 환자가 속한 군을 모르는 동일한 관

찰자가 관찰하 다. 통증은 VAS점수를 이용하여 각 

시간대별 점수를 기록하 고, 오심, 구토, 진정 증상

은 4 point scale (0: none, 1: mild, 2: moderate, 3: 

severe)로 평가하여 각 시간대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채택하 다. 오심, 구토 점수가 3인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 ondansetron 4 mg을 추가로 투

여하고 투여 횟수를 기록하 다. PCA거치 후 24, 48

시간 동안 투여된 총 약물 용량도 기록하여 비교하

으며, 기타 발생된 부작용들도 기록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오차(mean ± SE)로 

표시하 고, 각 데이터의 통계 분석에서 환자의 특

성 및 약물투여량, VAS 통증 점수 등은 ANOVA를 

이용하고, 오심 및 구토와 부작용 발생률은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으며, P ＜ 0.05

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각 군 대상 환자의 나이, 체중, 키, 수술 시간(피

부절개 시작에서 피부봉합 종료 시간), 마취 시간(마

취 유도제 주입에서 N2O를 끈 시간)등은 각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Table 1).

  술 후 48시간 동안의 오심 발생률은 1군 15명(75%), 

2군 9명(45%), 3군 9명(45%), 4군 8명(40%)이었고

(Table 2), 구토 발생은 1군 8명(40%), 2군 4명(20%), 

3군 3명(15%), 4군 2명(10%)로서 1군에 비하여 나머

지 세 군에서 의미 있는 감소가 있었으나, 세 군간



김동희 외 2인：Ondansetron의 투여 시기  35

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P ＜ 0.05)(Table 3). 

또한 1군 3명, 2군 1명에서 심한 오심 및 구토로 

ondansetron 4 mg이 추가로 투여되었다.

  각 군의 통증 점수는 PCA약물 주입 전에는 VAS

점수 8-10 정도 으나, 주입 1시간 후부터는 VAS 

4 이하로 술 후 48시간 동안 유지되었고 각 군간 의

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P ＜ 0.05).

  48시간 동안 투여된 PCA 약제의 총량은 각 군에

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P ＜ 0.05)(Table 4).

  수술 후 기타 발생된 부작용으로는 진정증상, 어

지러움, 두통 등이 있었으나 각 군간 의미 있는 차

이는 없었고,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

되지 않았다(P ＜ 0.05)(Table 5).

고      찰

  PONV는 PCA 사용 환자의 40-60%에서 발생되

며,
8)
 기타 유발 요인으로 복강경 수술,

9)
 담낭 수술,

10) 

중이 수술,
11) 
수술 중 desflurane, enflurane, N2O, isoflu-

rane,12) sufentanil, fentanyl,13) glycopyrrolate, neostig-

mine 사용
14)
 및 여자 환자,

15)
 평소 멀미 증상이 있던 

환자, 수술 후 통증이 있는 환자
13) 
등이 있으며 월

경 주기와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16)

  Ondansetron은 반감기가 2.8 ± 0.6시간으로
17)
 수술 

후 4 mg의 투여가 PONV 예방에 적절하다고 보고되

었다.18) 그러나 마취 유도 전 정주한 ondansetron 4 

mg은 복강경이나 개복술을 이용한 부인과 수술이나 

담도 수술 후 48시간 동안 droperidol 2.5 mg과 동등

한 항오심 및 구토 효과를 보여 ondansetron의 작용 

시간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Ondansetron은 술 후 및 항암치료 시 발생되는 오

심을 억제할 뿐 아니라, IV-PCA시에도 morphine과 

혼합정주하는 경우 morphine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심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19) 이는 ondansetron이 

5-hydroxytryptamine (5-HT3)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길

항하는 serotonin 길항제로서, 미주신경발달, 위장관 

점막이나 화학수용체 유발 역에 존재하는 5-HT3의 

serotonin 수용체에 작용하여 오심, 구토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20)

  Ondansetron과 droperidol은 모두 metoclopromide에 

비하여 PONV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ondansetron

은 소아의 술 후 구토 예방에는 droperidol보다 더 

효과적이고, 성인에서는 효과가 동등하 는데 이 세 

가지 약제의 부작용 발생 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
Group 1 (n = 20) 2 (n = 20) 3 (n = 20) 4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9.1 ± 1.8  48.3 ± 2.0  47.5 ± 1.9  48.7 ± 1.8

Weight (kg)  54.9 ± 1.6  55.9 ± 1.7  56.3 ± 1.9  58.2 ± 2.0

Height (cm) 156.2 ± 3.9 155.5 ± 4.0  57.0 ± 4.4 156.0 ± 3.5

Duration of surgery (min) 139.9 ± 4.4 158.2 ± 5.0 143.2 ± 4.3 149.2 ± 4.8

Duration of anesthesia (min) 160.3 ± 5.6 169.2 ± 6.0 160.3 ± 6.5 164.3 ± 6.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 are mean ± 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P ＜ 0.05). Group 1: placebo, Group 

2: split dose, Group 3: preinduction, Group 4: end of surgery.

Table 2. Incidence of Nausea
ꠧꠧꠧꠧꠧꠧꠧꠧꠧꠧꠧꠧꠧꠧꠧꠧꠧꠧꠧꠧꠧꠧꠧꠧꠧꠧꠧꠧꠧꠧꠧꠧꠧꠧꠧꠧꠧꠧꠧꠧꠧꠧꠧꠧꠧꠧꠧꠧ

1 2 3 4
Group

(n = 20)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ild (1)  3 (15%) 4 (20%) 3 (15%) 3 (15%)

Moderate (2)  7 (35%)* 3 (15%) 4 (20%) 4 (20%)

Severe (3)  5 (25%)* 2 (10%) 2 (10%) 1 (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15 (75%)* 9 (45%) 9 (45%) 8 (4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 highest scores were selected in each patient. *P ＜ 0.05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Group 1: placebo, Group 

2: split dose, Group 3: preinduction, Group 4: end of 

surgery.

Table 4. Total Infusion Dose of PCA Butorphanol (B) and Ketorolac (K)
ꠧꠧꠧꠧꠧꠧꠧꠧꠧꠧꠧꠧꠧꠧꠧꠧꠧꠧꠧꠧꠧꠧꠧꠧꠧꠧꠧꠧꠧꠧꠧꠧꠧꠧꠧꠧꠧꠧꠧꠧꠧꠧꠧꠧꠧꠧꠧꠧꠧꠧꠧꠧꠧꠧꠧꠧꠧꠧꠧꠧꠧꠧꠧꠧꠧꠧꠧꠧꠧꠧꠧꠧꠧꠧꠧꠧꠧꠧꠧꠧꠧꠧꠧꠧꠧꠧꠧꠧꠧꠧꠧꠧꠧꠧꠧꠧꠧꠧꠧꠧ
Group 1 (n = 20) 2 (n = 20) 3 (n = 20) 4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   4.2 ± 0.1   4.7 ± 0.1   4.8 ± 0.1  4.5 ± 0.1
24 hrs

K 100.8 ± 4.2 112.8 ± 5.0 115.2 ± 5.6 108 ± 6.0

B   3.4 ± 0.1   4.0 ± 0.1   4.2 ± 0.1  3.5 ± 0.1
24-48 hrs

K  81.6 ± 3.1   96 ± 4  93.6 ± 3.8  84 ± 3.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   7.6 ± 0.2   8.7 ± 0.2   9.0 ± 0.2  8.0 ± 0.2
Total

K 182.4 ± 7.3 208.8 ± 9.0 216.0 ± 9.4 192 ± 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P ＜ 0.05). Group 1: placebo, Group 

2: split dose, Group 3: preinduction, Group 4: end of surgery.

Table 3. Incidence of Vomiting
ꠧꠧꠧꠧꠧꠧꠧꠧꠧꠧꠧꠧꠧꠧꠧꠧꠧꠧꠧꠧꠧꠧꠧꠧꠧꠧꠧꠧꠧꠧꠧꠧꠧꠧꠧꠧꠧꠧꠧꠧꠧꠧꠧꠧꠧꠧꠧꠧ

1 2 3 4
Group

(n = 20)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ild (1) 1 (5%) 1 (5%) 1 (5%) 1 (5%)

Moderate (2) 4 (20%)* 2 (10%) 2 (10%) 1 (5%)

Severe (3) 3 (15%)* 1 (5%)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8 (40%)* 4 (20%) 3 (15%) 2 (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 highest scores were selected in each patient. *P ＜ 0.05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Group 1: placebo, Group 

2: split dose, Group 3: preinduction, Group 4: end of 

surgery.

Table 5. Incidence of Side Effects
ꠧꠧꠧꠧꠧꠧꠧꠧꠧꠧꠧꠧꠧꠧꠧꠧꠧꠧꠧꠧꠧꠧꠧꠧꠧꠧꠧꠧꠧꠧꠧꠧꠧꠧꠧꠧꠧꠧꠧꠧꠧꠧꠧꠧꠧꠧꠧꠧ

1 2 3 4
Group

(n = 20)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dation 9 (45%) 10 (50%) 8 (40%) 8 (40%)

Dizziness 4 (20%)  3 (15%) 3 (15%) 4 (20%)

Headache 2 (10%)  1 (5%) 1 (5%) 1 (5%)

Bad dream 1 (5%)  1 (5%) 0 0

Confusion 1 (5%)  0 1 (5%)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 ＜ 0.05). Group 1: placebo, Group 2: split dose, Group 

3: preinduction, Group 4: end of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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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17) Grond 등은18) droperidol 2.5 mg이 ondan-

setron 8 mg과 동일한 항구토 작용을 가지나 즐거움, 

불안감, 안절부절 증세 및 어지러움증 등을 동반하

여 외래 마취 환자의 퇴원을 지연시킨다고 하 고, 

0.625 mg 사용 시에도 추체외로 증상의 부작용을 나

타내기도 하 다.
21) 
따라서 droperidol은 PCA mor-

phine 1 mg당 0.1 mg 이하 또는 하루 4 mg 이하를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 다.
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은 ondansetron을 사용하 고 

상용량인 4 mg을 투여하 다.

  수술 환자에게 PONV 예방 목적으로 ondansetron

을 투여할 때에는 마취 유도 전이 적절하다고도 하

는데 그 이유는 마취나 수술로 인한 오심 유발 자극

이 도달되기 전에 CTZ의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다.
23)
 Raphael 등과

24)
 

McKenzie 등도25) 예방 목적으로 ondansetron 투여 시

에는 4-8 mg을 마취 유도 전에 정주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하 으며, propofol-desflurane-nitrous oxide를 

이용한 부인과 복강경 수술 환자에서도 ondansetron

을 마취 유도 전 투여하는 것이 PONV 감소에 더 

효과적이었다.
26)

  그러나 ondansetron의 적절한 투여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없었고, 마취 시간이 69-86분 정도

인 복강경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ondansetron 4 mg

을 수술 종료에 투여 시에는 마취 전 투여에 비하여 

항오심 및 구토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도 보고되었

다.
4)
 따라서 아직 ondansetron의 적절한 투여시기에 

대하여는 정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본 

연구에서도 상기 두 가지 의견들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어 ondansetron의 투여시기가 PONV 예방효과

에 향을 주지 못하 다. 따라서 술 후 IV-PCA를 

실시한 본 연구에서는 마취나 수술로 인한 오심 유

발 자극의 예방적 차단보다는 술 후 IV-PCA로 인한 

오심 및 구토 예방이 더 의미가 있어 IV-PCA 시작 

전 ondansetron을 투여한 모든 군에서 동일한 PONV 

감소 효과를 얻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Tang 등의4) 경우에는 수술 종료 시 ondansetron 

4 mg 투여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기는 하 으나 술

후 진통 목적으로 hydromorphine 0.25-0.5 mg이 필

요에 따라 정주되고 당일 퇴원하 으므로 hydromor-

phine이 평균 0.6-0.8 mg 정도 밖에 투여되지 않아, 

IV-PCA를 통한 butorphanol과 ketorolac의 투여가 48

시간 동안 실시된 본 환자 경우와는 PONV 발생률 

자체가 틀릴 수 있으므로, ondansetron 투여 시기에 

따른 PONV 발생률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Propofol-desflurane-N2O를 이용한 이비인후과 외래

수술 환자에서는(마취 시간: 93-94분) ondansetron 4 

mg을 예방적으로 투여하여도 여전히 높은 PONV 발

생률을 보 고, 마취 유도 전 투여보다는 수술 종료

시 투여가 예방 효과가 우수하 다. 또한 예방 목적

으로 ondansetron 4 mg을 투여한 후 회복실에서 다

시 반복 투여하여도 더 이상의 상승 효과는 없었

다.
27) 
본 연구에서는 예방적 ondansetron 투여 시 오

심은 75%에서 40-45%로, 구토는 40%에서 10-

20%로 감소되었으므로 의미 있는 PONV 감소가 있

었으며 심한 PONV로 ondansetron 4 mg이 추가 투여

된 환자에서도 PONV가 감소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

서 마취 시간이 160-169분 정도 음에도 불구하고 

ondansetron을 마취 전 투여한 경우와 수술 종료 시 

투여한 경우의 PONV 발생률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ondansetron의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수

술 전 투여가 수술 후 투여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과는 일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ondansetron의 짧은 반감기가 효과 발현 여부에 커다

란 의미가 없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IV-PCA 시작 전 ondansetron을 투여

한 모든 군에서 동일한 PONV 예방효과가 있었으므

로, ondansetron의 오심 및 구토 억제효과가 이약제

의 반감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IV-PCA 

시작 전에만 ondansetron 4 mg을 투여한다면 그 투

여 시기에 따라 효과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이

로서 IV-PCA 실시 중의 ondansetron 추가 투여를 감

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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