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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 후 오심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는 수술 후 발생되는 가장 흔하고 불편한 증상 중의 하나

이다. 특히 부인과 환자의 복강경 수술 후 PONV의 발생률

은 50% 전후로 알려져 있고,1) 오심 71%, 구토 54%를 보인

다는 발표도 있다.2) 이는 PONV가 젊은 환자, 여자 환자, 

비흡연가에게 발생률이 높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의 PONV는 복강경 수술 직후 회복실이나 병실에서 발생된

다. 이는 수술 후 조기에 환자를 운반하는 점과 연관이 되

며, 외래마취 후 귀가하는 경우 발생률이 높아진다.3)

  예방적 항구토제 투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

지 논란이 많으나, 일단 PONV의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는 일상적으로 예방적 항구토제를 투여하는 것이 환자

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기존의 항구토제인 

metoclopramide와 droperidol 등은 dopamine 수용체 길항제로

서 진정 및 추체외로 증상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5,6) 

droperidol은 수술 후 통증 조절기에 포함시켜 사용 시 극히 

일부적 합병증으로 급성 근육긴장이상(dystonia) 발생이 보

고되어 있다.7) 또한 metoclopramide는 PONV에 대한 치료 

효과나 환자의 만족도면에서 ondansetron에 미치지 못하

고,8) droperidol은 2.5 mg 이하의 사용으로 부작용 없이 

ondansetron과 같은 수준의 술 후 예방적 항구토 효과를 얻

었다는 보고가 있으나,9) 현재 FDA에 의해 부작용이 경고되

어 있어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Ondansetron은 강력한 선택적 5-hydroxytryptamine (5- HT3) 

수용체 길항제로서 화학요법 환자의 항구토 치료를 위하여 

먼저 사용되어 왔으며, 방사선치료 후 오심구토나 수술 환

산부인과 골반경 수술 환자에서 예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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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PONV 치료에 효과적임이 증명되었고, 심각한 부작용 

발생은 없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10,11) 또한 Kovac 등은2) 

ondansetron의 예방적 정주로 PONV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으며, Raphael 등은12) 복강경 환자의 

PONV 예방에 metoclopramide보다 ondansetron이 더 우수하

다고 발표하 다. 또한 ondansetron의 일회 적정량에 대해

서는 4 mg,12) 8 mg13) 등 다양한 보고가 있다.

  그러나 Scuderi 등은14) 외래마취 환자를 대상으로 on-

dansetron 4 mg을 예방적으로 투여하고, PONV 발생 시 

ondansetron 1 mg을 투여하 으나 예방적 ondansetron을 투

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퇴실시간, 재입원율, 정상 생

활의 복귀시간 등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고, 단지 환자

의 만족도만 예방적 ondansetron투여군에서 높았다. 따라서 

저자들은 PONV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ondansetron의 예방적 투여의 적절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하 부인과 골반경 수술을 실시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PONV의 발생률을 알아보고, 

이의 예방을 위하여 세 가지 다른 용량의 ondansetron을 투

여하여 각 투여용량에 따른 항구토효과와 안전성을 관찰하

여 ondansetron 예방적 투여의 적절성 및 적절한 투여용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 다.

대상 및 방법

  골반경을 이용한 부인과 수술이 예정된 난소암 환자 중 

미국마취과학회 전신상태 분류상 1, 2군에 해당되고, 본 연

구에 대한 설명을 받고 동의한 20－60세 사이의 환자 80명

을 대상으로 하 다. 약물남용의 과거력이 있거나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이미 항구토제를 복용하고 있

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전처치 없이 환자가 수술장에 도착한 후 혈압, 맥박수, 

호흡수, 심전도, 맥박산소포화도,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 감

시장치 부착 후 thiopental, vecuronium을 이용한 마취유도 

후 N2O-O2-sevoflurane을 이용한 전신마취를 실시하 다(N2O：

O2 = 2 L/min：2 L/min). 동일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한 골

반경 수술이 종료되면 ondansetron 1 mg (1군, n = 20), 4 

mg (2군, n = 20), 8 mg (3군, n = 20)을 생리적 식염수를 

첨가하여 4 ml로 만들어 정주하 으며, 대조군은 생리적 식

염수 4 ml를 투여하 다(4군, n = 20). 수술 중 필요에 따라 

fentanyl 투여 시에는 그 투여량을 기록하 으며, 수술 종료 

시 glycopyrrolate와 neostigmine을 이용하여 근이완을 가역하

다. PONV는 마취회복 후 회복실에 입실한 직후와 입실 1시

간 후, 입실 후 2, 6, 12, 24시간이 되는 시간에 병실에서 

각각 측정하 고, 부작용 발생여부도 기록하 다. 마취시간

은 마취유도에서 N2O를 끈 시간까지, 회복시간은 N2O를 끈 

후 의식각성 시까지로 정의하 다.

  각 대상 환자의 나이, 몸무게, 키, 수술시간, 마취시간, 각

성시간, fentanyl의 사용량 등은 각군간 의미있는 차이가 없

었다(Table 1). 수술 후 오심과 구토는 각각 4 point scale로, 

0: 무증상, 1: 경증, 2: 중간정도, 3: 중증으로 정의하여 각 

조사 시 점수 중 그 정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택하 다. 그

리고 수술 후 2시간 경과 후 환자가 3번 이상의 구토와 15

분 이상 지속되는 오심을 보이는 경우, 환자가 치료를 요구

하는 경우, 주치의가 처방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ondansetron 1 mg을 투여하고 기록하 다.

  PONV 예방효과로 완전한 반응(complete response)은 구토

의 횟수로서 평가하 는데, 전혀 구토 발생이 없는 경우를 

완전한 반응으로 정의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오차(mean ± SE)로 표시하

고, SPSS 10.0 (SPSS. I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 고, 

24시간에 걸친 구토 횟수와 오심정도 및 환자의 특성은 

ANOVA, Wilcoxon rank sum test로 실시하 으며, 각 군의 

부작용 비교는 χ2-test,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 다. 또

한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mg (n = 20) 4 mg (n = 20) 8 mg (n = 20) Placebo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5.2 ± 1.8  34.3 ± 1.5  35.0 ± 1.8  34.9 ± 1.9

Weight (kg)  54.8 ± 1.7  56.2 ± 1.9  55.3 ± 1.8  58.2 ± 2.0

Height (cm) 155.3 ± 4.0 156.2 ± 3.5 157.0 ± 4.4 157.3 ± 3.5

Duration of operation (min) 129.3 ± 5.0 122.4 ± 4.3 132.6 ± 4.8 120.4 ± 4.5

Duration of anesthesia (min) 148.2 ± 6.0 139.7 ± 5.0 149.2 ± 5.9 146.3 ± 5.3

Duration of recovery (min)  15.3 ± 1.2  12.6 ± 1.0  16.3 ± 1.5  14.2 ± 2.0

Fentanyl used (μg)  78.3 ± 3.0  79.9 ± 4.0  69.2 ± 2.8  73.3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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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결      과

  술 후 24시간 동안의 오심발생률은 1군 5명(25%), 2군 3

명(15%), 3군 2명(10%), 4군 8명(40%)이었고(Table 2), 구토

발생률은 1군 3명(15%), 2군 1명(5%), 3군 1명(5%), 4군 6명

(30%)으로서(Table 3) 4군에 비하여 나머지 세군에서 의미있

는 감소가 있었고, 나머지 세 군 간의 비교에서도 1군에 비

하여 2, 3군에서 의미있는 감소를 보 다(P ＜ 0.05). 또한 1

군 2명, 4군 8명은 심한 PONV를 호소하여 수술 후 2시간 

경과 후 ondansetron 1 mg의 추가용량이 투여되었다. PONV 

발생을 시간대 별로 구분하여, 완전히 PONV 발생이 없는 

비율(complete response)을 조사하여 본 결과 수술 후 2시간

까지는 1군 80%, 2군 90%, 3군 90%, 4군 50% 고, 수술 후 

2시간 이후부터 24시간까지는 1군 50%, 2군 80%, 3군 75%, 

4군 30%를 보여 4군에 비하여 나머지 세 군이 의미있는 증

가를 보 다(P ＜ 0.05). 즉 각군 모두가 수술 후 2시간 이

내의 PONV 예방효과가 더 우수하 고, 2시간 경과 후부터 

PONV가 증가되었으나, 2군과 3군에서는 증가폭이 다른 두

군에 비하여 적었으며, 수술 후 24시간 동안 내내 PONV 발

생률의 감소를 보 다(Fig. 1).

  수술 후 발생된 부작용으로는 두통, 현기증, 오한, 졸리

움, 진정 등이 있었으나, 대조군과 ondansetron 투여군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ondansetron 투여량 변화에 따라

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4).

고      찰

  PONV는 수술 후 회복실에 머무는 환자의 9－10%에서 

발생되며, 수술 후 24시간 내의 PONV 발생률은 30%에 이

른다.15) 그러나 각 연구에 따라서 오심과 구토의 발생을 나

누어 조사하기도 하는데, Koivuranta 등은16) 수술 후 오심 

발생률이 회복실에서는 20%, 수술 후 24시간 동안에는 50%

이며, 수술 후 구토 발생률은 회복실에서 5%, 수술 후 24시

간 동안에는 25%라고 하 다.

  PONV 발생률은 산부인과 환자에서 가장 높고,17) 그 다음

이 복부 수술로 알려져 있다.18) PONV의 발생률에 향을 

Table 2. Incidences of Postoperative Nause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mg 4 mg 8 mg Placebo

Group
(n = 20)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ild (1) 2 1 1 2

Moderate (2) 2 2 1 2

Severe (3) 1 0 0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5 (25%)* 3 (15%)*† 2 (10%)*† 8 (4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 0.05 compared with placebo, 

†
P ＜ 0.05 compared with 1 

mg.

Table 3. Incidences of Postoperative Vomiting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mg 4 mg 8 mg Placebo

Group
(n = 20)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ild (1) 1 0 1 0

Moderate (2) 1 1 0 2

Severe (3) 1 0 0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3 (15%)* 1 (5%)*

†
1 (5%)*

†
6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 0.05 compared with placebo. †P ＜ 0.05 compared with 1 
mg.

Table 4. Adverse Even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mg 4 mg 8 mg Placebo

Group
(n = 20)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eadache 2 1 3 2

Dizziness 1 1 2 2

Shivering 2 1 1 2

Drowsiness/
3 4 3 4

  sed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ig. 1. Percent of patients experiencing complete response (no 

emesis) during 2 hr and 24 hr study periods for all treatment groups. 

*P ＜ 0.05 vs plac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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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중요 요소는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환자의 특성, 

수술의 종류, 마취제의 선택 등이 포함된다. 환자의 특성으

로는 나이, 성별, PONV와 멀미의 과거력, 흡연여부 등이 

있는데, 소아 특히 학령기 아동과 여성, PONV와 멀미의 과

거력 환자에서 PONV 발생이 높고, 흡연자는 PONV에 대해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적 요인으로는 수

술부위와 수술시간이 있는데, 소아의 사시수술과 편도선 및 

아데노이드 절재술, 성인의 안과수술과 성형외과적 유방확

대술 및 일반외과적 유방절제술, 갑상선절제술, 두경부수술, 

견관절 및 슬관절 정형외과 수술, 복강경을 이용한 부인과 

수술 및 난소암수술, 자궁적출술에서 PONV 발생이 높으며, 

수술시간이 길면 PONV 발생률도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4) 

Apfel 등은19) 여성, PONV나 멀미의 과거력, 비흡연, 수술 

전후의 아편양제제 사용 등의 PONV 발생률이 높은 4가지 

요건 중 0, 1, 2, 3, 4개의 요건을 갖춘 환자의 흡입마취제

를 이용한 전신마취 후 24시간 동안의 PONV 발생률을 

10%, 21%, 39%, 61%, 79%로 보고하 다. 또한 White와 

Watcha는20) PONV 예방을 위한 항오심 구토제 투여지침에

서 상기요인 중 1－2가지를 가진 환자는 경증에서 중등정

도의 PONV 위험군으로 20－40%의 PONV 발생률을 보이

며, 이 경우에는 ondansetron 단독투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

하다고 하 다. 또한 3－4가지의 요인을 가진 환자는 중등

에서 고위험군으로 40－80%의 PONV 발생률을 보이며, 

ondansetron과 dexamethasone의 혼합투여로 예방이 가능하며, 

4가지보다 많은 PONV 요인을 가진 환자는 심한 고위험군

으로 80% 이상의 PONV 발생률을 보이며, 이 환자들은 

ondansetron과 dexamethasone 투여이외에도 propofol을 이용한 

전정맥마취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 다. 결과적으로 PONV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예방적으로 항오

심구토제를 투여하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골반경 수술을 시행한 난소암 환자로서 모두 

여성이었고, 평균연령 35세의 비교적 젊은 환자 고, 수술 

중 평균 50μg의 fentanyl이 투여되고, 흡입마취를 이용한 전

신마취를 실시하 으므로 PONV의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실제로 ondansetron의 예방투여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70%의 높은 PONV 발생률을 보 다.

  PONV의 예방을 위한 ondansetron의 적정용량은 4－8 mg

으로 보고되어 있고,12,13)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PONV

를 보이는 환자에서는 1 mg이 추가용량으로 투여된다.14) 그

러나 Kovac 등은21) ondansetron을 이용한 예방조치후 발생된 

PONV 시 투여한 ondansetron 4 mg은 그 이후에 발생된 

PONV를 예방하지 못한다고 하 다. 이는 예방적으로 투여

된 ondansetron이 PONV 예방에 실패한 경우에는 약리학적

으로 상이한 다른 항오심 구토제를 투여하여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ondansetron과 dexamethasone

의 동시 투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Olaondo 등은22) 부인과 

수술 환자에게 예방적으로 ondansetron 4 mg과 dexame-

thasone 8 mg을 병용투여 시 각각의 단독투여에 비하여 

PONV 예방효과가 우수하다고 하 다. 그러나 dexametha-

sone의 병용투여가 항오심효과를 증진시키지 못하 다는 보

고도 있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ndansetron 단독 투여

를 실시하 고, 4, 8 mg의 단독투여만으로도 PONV 발생률

을 70%에서 20%, 15%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Ondansetron과 droperidol은 PONV 예방효과가 metoclopra-

mide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 두통은 ondansetron

에서 많이 발생되나 중추신경에 관련된 부작용은 droperidol 

1.25 mg 이상 투여 시 흔하게 발생된다. 그러나 droperidol 

0.625－1.25 mg 사이의 용량에서는 부작용에서 두 약제가 

차이가 없었고, 소아에서는 ondansetron이 졸리움 증상이나 

추체외로 증상 등이 없어 조기 퇴원이 가능하여, droperidol

과 metoclopramide에 비하여 우수하 다.24) Ondansetron의 부

작용으로는 두통, 변비, 현기증, 혈청 transaminase와 bilirubin 

치의 증가등이 있으나, 그 발생률이 미미해 임상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 Sadhasviam 등은25) 유방수술 종

료 시 ondansetron 4 mg을 정주하여 마취 유도시 정주한 경

우에 비하여 PONV를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예방하 으며, 

환자의 만족도도 우수하 다. 본 연구에서도 ondansetron을 

마취 종료 시 투여하 는데, 이는 ondansetron의 반감기가 

2.8 ± 0.6시간이고, 골반경 수술의 평균소요시간이 2시간 

내외이기 때문이다. 즉, 수술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에 

ondansetron을 마취유도 시 투여한다면, 이 약제가 효과적인 

항구토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에 환자의 수술이 진행

되고 있을 수 있어, 그 효과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Sadhasivan 등은25) ondansetron의 예방적 투여가 PONV를 완

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만족

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술의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하 고, 따라서 ondansetron 4 mg의 예

방적 투여가 필요하다고 하 다.

  Watcha는4) PONV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전신마취를 피하

고, 부위마취나 감시마취를 권하도록 하고,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각적인 PONV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하

다. 여기에는 midazolam 전처치,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이용한 마취유도 및 유지, 근이완제와 N2O 사용 억제, 80% 

산소공급, ketorolac 사용, droperidol 0.625 mg과 dexame-

thasone 10 mg, ondansetron 세 가지 약제를 수술 종료 시 병

용할 것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98%까지 PONV를 

감소시키고, 환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 다.

  Sniadach 등은26) 외래마취로 부인과 복강경수술을 시행하

는 환자를 대상으로 마취유도 시 ondansetron 4 mg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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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eridol 20μg/kg을 정주한 결과 두 경우 모두 PONV 예방

효과가 우수하 다. Bodner와 White는13) alfentanil을 이용한 외

래마취로 복강경수술을 실시한 환자를 대상으로 PONV 발

생 시 ondansetron 8 mg을 정주한 결과 진정효과나 심폐기

능의 부작용없이 대조군에 비하여 치료효과가 우수하 으

며, 추가용량 투여가 대조군 86%에서 43%로 감소되었다. 

Khalil 등은27) 외래마취를 실시하는 여자환자를 대상으로 하

여 ondansetron 4 mg, 8 mg을 예방적으로 투여하여 24시간 

동안 특별한 부작용없이 PONV를 감소시켰다. Mckenzie 등

은28) 외래마취 부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술 후 24시간 관찰

시 마취유도 전 ondansetron 1 mg, 4 mg, 또는 8 mg 투여 

시 모두 PONV의 감소를 보 으며, 특히 PONV 경력이 있

는 환자에서는 4 mg과 8 mg 투여가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PONV 예방을 위한 ondansetron의 상용량은 4 mg, 8 mg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도 4 mg, 8 mg을 사

용하여 모두 효과적인 PONV 예방효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 전신마취하 부인과 골반경 수술을 실시

하는 환자에게 마취종료시 ondansetron 4 mg 또는 8 mg을 

투여함으로서 수술 후 24시간 동안의 PONV 발생을 효과적

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되지 않았

다. 따라서 PONV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환자에

게는 예방적으로 ondansetron 4 mg을 투여하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수술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방

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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