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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 후 오심,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는 수술 후 통증자가조절(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을 받는 환자의 40－75%에서 발생되며,1-3) 유발요인으

로 수술의 종류에 따라 복강경수술,4) 담낭수술,5) 중이수술,6) 

유방수술,7) 갑상선 절제수술8) 등에서 발생이 높으며, 마취

와 연관된 요소로는 수술 중 desflurane, isoflurane,9) 

enflurane, N2O, sufentanil, fentanyl,10) glycopyrrolate, neostig-

mine 사용11) 등이 있고, 환자에 따른 요인으로는 여자환

자,12) 평소 멀미증상이 있던 환자, 수술 후 통증이 있는 환

자10) 등이 있으며, 월경주기와도 연관이 있다.13) 

  본 연구는 수술 중 fentanyl 100μg 이상이 경막외로 투여

되어 PONV 가능성이 높은 산모를 대상으로, 분만직후 

ondansetron 2 mg, 4 mg 또는 8 mg을 정주한 후 수술 후 

butorphanol과 ropivacaine을 이용한 경막외 통증자가조절(pa-

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PCEA)를 실시하여 PONV 

발생률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ondansetron의 

투여용량과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실시하 다.

경막외 통증자가조절을 실시한 제왕절개술 환자에서 수술 중 정주한 
Ondansetron 용량에 따른 수술 후 오심, 구토의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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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Ondansetron is a specific 5-hydroxytrypamine (HT3) receptor antagonist, sodium channel blocker and μ-opioid 

receptor agonist.  Prophylactic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ondansetron has an antiemetic effect in general and epidural anesthesia.  

This study is designed to evaluate the antiemetic effect of intravenous ondansetron in patient-controlled epidural analgesia (PCEA) 

patients.

  Methods:  Sixty ASA physical status I－II patients undergoing elective cesarean section under epidural anesthesia using 0.75% 

ropivacaine and fentanyl 50μg were received intravenous fentanyl 50μg plus ondansetron 2 mg (group 2 mg: n = 20), 4 mg 

(group 4 mg: n = 20) or 8 mg (group 8 mg: n = 20) after delivery of baby.  PCEA was started using 0.15% ropivacaine and 

50μg/ml butorphanol (total volume: 300 ml, 4 ml of bolus dose, and 10 min of lockout interval).  The in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incidence and severity of nausea and vomiting were recorded using 4 point scale (0: none, 1: mild, 2: moderate, 

3: severe) for postoperative 24 hours.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ly lower incidence and severity of nausea and vomiting in group 8 mg (10%, 5%) than 

group 2 mg (25%, 10%), and group 4 mg (20%, 10%) during postoperative 24 hours. 

  Conclusions:  Prophylactic intravenous ondansetron 8 mg injection with PCEA drug has no superior antiemitic effect than 

2 mg or 4 mg in cesarean section patients under PCEA without significant side effects.  (Korean J Anesthesiol 2004; 47: 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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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수술 후 통증치료를 원하고 경막외마취 하 제

왕절개술이 예정된, 미국 마취과 학회 전신 상태 분류상 1, 

2급에 해당하는 산모 60명을 대상으로 하 다. 이들은 모두 

본 연구의 방법과 취지에 대하여 설명 받고 서면으로 동의

를 하 다. 

  이들은 전처치 없이 수술장에 도착하여 15－20분 간에 걸

쳐 1 L의 하트만씨 용액을 정주받은 후 마스크를 통하여 5 

L/min의 산소를 흡입하고, 심전도, 혈압계, 맥박산소계측기

를 부착하 으며 PCA pump의 사용법을 설명받았다. 좌측

와위 상태에서 환자의 제 2, 3 혹은 3, 4요추간 정중선에서 

경막외강을 천자하고, 카테테르를 경막외강내에서 두부 방

향으로 4－5 cm 삽입한 후 고정하 다. 환자를 좌경사 앙

와위 상태로 눕인 후 0.75% ropivacaine을 주입하여 감각 소

실이 제 4흉추에 이르도록 하고, 투여된 ropivacaine 용량을 

기록하 으며 경막외강으로 fentanyl 50μg을 투여하 다. 필

요에 따라 ephedrine 5 mg씩을 투여하여 혈압이 마취 전 수

치와의 차이가 20% 이내가 되도록 하 으며, 수술중 환자

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fentanyl 50μg을 추가로 정주

하 고, 그 투여량을 기록하 다.

  또한 태아가 나온 직후 ondansetron 2 mg (2 mg군: n = 

20), 4 mg (4 mg군: n = 20) 또는 8 mg (8 mg군: n = 20)을 

정주하고, 추가 fentanyl 정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에 대

해서는 fentanyl 50μg을 추가로 경막외강으로 투여하 다. 

수술 종료 후 0.15% ropivacaine, butorphanol 50μg/ml가 혼

합된 300 ml 용액을 PCA pump에 연결하여 환자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10분의 폐쇄간격으로 4 ml 용액이 투여되도록 

하 으며, 술 후 24시간 동안 투여량을 기록하 다. 대상환

자의 연령, 체중, 신장, 출산횟수, 반복제왕절개술 수, 경막

외로 투여된 총 0.7% ropivacaine 용량, 최고마취높이, 총 수

술시간, 총 ephedrine 용량, fentanyl 투여량 등의 분포는 양

군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P ＞ 0.05)(Table 1, 2). 오심 

및 구토 여부는 수술 중에는 5분마다, 회복실에서는 15분마

다, 병실로 이송된 후부터는 매시간 마다 24시간 동안 확인

하 다. 오심 및 구토의 분류는 4 point scale (0: 무증상, 1: 

경증, 2: 중간정도, 3: 중증)로 하여 24시간 동안 1－2회 발

생시는 경증, 3－4회 발생시는 중간정도, 5회 이상 발생시

는 중증으로 하 다. 오심이나 구토 증상을 보이면서 환자

가 약물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ondansetron 1 mg을 추가로 

정주하도록 하 으며, 추가로 정주된 ondansetron의 용량을 

기록하 다. 또한 기타 다른 부작용 여부도 관찰하 다. 통

증정도는 VAS (visual analogue scale)을 이용하여 수술 후 1, 

2, 6, 12, 24시간에 관찰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오차로 표시하고, SPSS 

versio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 고, 각 데이타의 통계분석

에서 연령, 체중, 신장, 수술 및 마취시간, butorphanol과 

ketorolac의 사용량 등의 비교는 ANOVA test를, 오심 및 부

작용의 빈도 비교는 X2-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다. 

또한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 mg 4 mg 8 m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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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0.4 ± 1.3  32.1 ± 1.1  30.9 ± 1.2

Weight (kg)  62.1 ± 1.9  63.7 ± 2.1  65.4 ± 2.9

Height (cm) 156.3 ± 3.0 158.3 ± 2.4  157.2 ± 2.4

Parity 
5/15 7/13 8/11

 (nulli/multi) (n)

Repeated cesarean 
14 12 10

 section (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E.

Table 2. Anesthesia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2 mg (n = 20) 4 mg (n = 20) 8 mg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ose of 0.75% ropivacaine (mg) 160.5 ± 14.2 178.5 ± 7.5  169.5 ± 7.5

 Maximum level of analgesia   T4 (2－6)   T4 (2－6)    T3 (2－6)

 Duration of operation (min)  50.8 ± 2.4  59.2 ± 1.9   53.4 ± 2.6

 Total dose of ephedrine (mg)  10.3 ± 1.2  14.3 ± 0.5   16.3 ± 0.9

 Total dose of fentanyl (μg) 126.3 ± 6.3 125.3 ± 4.0  129.3 ± 5.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E and media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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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24시간 동안 PCEA로 투여된 butorphanol과 ropivacaine 용

량은 각군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

  수술 중 오심은 2 mg군 5명(25%), 4 mg군 6명(30%), 8 

mg군 5명(25%)에서 나타났고, 구토는 2 mg군 1명(5%), 4 

mg군 2명(10%), 8 mg군 2명(10%)으로 각군간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Table 4). 술 후 오심발생은 2 mg군에서 5명 

(25%), 4 mg군에서 4명(20%), 8 mg군에서 2명(10%), 구토발

생은 2 mg군에서 2명(10%), 4 mg군에서 2명(10%), 8 mg군

에서 1명(5%)으로 8 mg군에서 감소를 보 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5). 추가 투여된 ondansetron 

용량은 2 mg군 1.5 mg, 4 mg군 1.3 mg, 8 mg군 0.8 mg으로 

각군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기타 부작용 발생은 각군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Table 6). 또한 수술 후 통증점수는 24시간 동안 VAS 3 이

하로 유지되었고 각 군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고      찰

  Ondansetron은 5-hydroxytryptamine (5-HT3) 수용체를 선택

적으로 길항하는 serotonin 길항제로서, 미주신경말단, 위장

관점막, 화학수용체 유발 역에 존재하는 5-HT3의 serotonin 

수용체에 작용하여 오심, 구토를 억제한다.14) Ondansetron은 

정주 20－30분 후에 최고 혈중농도에 도달하며, 혈중 반감

기는 3.5－4.5시간으로 되어있다.15) PONV의 예방을 위해서

는 마취 시작시 ondansetron 4 mg을 정주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이라고 발표되었으나,16) 그 투여시기에 대해서는 수술 

종료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다.17) 이는 수술시간

이 긴 경우에는 마취 전 투여된 ondansetron의 효과가 마취

종료시에는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ondansetron 4 

mg은 아편유사제 투여로 유발되는 PONV의 치료에도 가장 

적절한 용량으로 되어있다.15) 그러나 과거력 상 PONV나 멀

미증상이 있었던 경우와 수술 후 PCA를 통하여 아편유사제

Table 3. Total Infusion Doses of Epidural Ropivacaine and Butor-
phanol during Postoperative 24 Hour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2 mg 4 mg 8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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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utorphanol

9.1 ± 0.4 9.3 ± 0.3  9.5 ± 0.3
 (mg)

Ropivacaine
269.4 ± 20.1 274.4 ± 21.0  278.3 ± 26.9

 (m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E.

Table 4. Incidence of Intraoperative Emetic Episode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 mg 4 mg 8 m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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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usea    (%)   (%)    (%)

  Symptom free (0) 15 (75) 14 (70) 15 (75)

  Mild (1)  3 (15)  4 (20)  3 (15)

  Moderate (2)  2 (10)  2 (10)  2 (10)

  Severe (3)  0  0  0

 Vomiting 

  Symptom free (0) 19 (95) 18 (90) 18 (90)

  Mild (1)  1 (5)  1 (5)  2 (10)

  Moderate (2)  0  1 (5)  0

  Severe (3)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 highest scores were selceted in each patient.

Table 5. Incidence of Postoperative Emetic Episode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 mg 4 mg 8 m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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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usea (%)  (%) (%)

  Symptom free (0) 15 (75) 16 (80) 18 (90)

  Mild (1)  2 (10)  2 (10)  1 (5)

  Moderate (2)  3 (15)  2 (10)  1 (5)

  Severe (3)  0  0  0

 Vomiting 

  Symptom free (0) 18 (90) 18 (90) 19 (95)

  Mild (1)  0  0  1 (5)

  Moderate (2)  2 (10)  2 (10)  0

  Severe (3)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 highest scores were selected in each patient. 

Table 6. Incidence of Side Effec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 mg 4 mg 8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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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 (%)

 Sedation  3 (15) 2 (10) 3 (15) 

 Dizziness 2 (10) 3 (15) 2 (10)

 Headache 1 (5) 1 (5) 1 (5)

 Pruritus 1 (5) 2 (10) 1 (5)

 Numbness of 
 3 (15) 3 (15) 4 (20)
  lower extremitie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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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여등의 위험요소가 큰 경우에는 상용량 만으로 수술 

후 24시간 동안의 PONV를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필요에 

따라 증량이 필요하다. 또한 마취유도전 정주한 ondansetron 

4 mg이 복강경이나 개복술을 이용한 부인과 수술이나 담도 

수술 후 48시간 동안 droperidol 2.5 mg과 동일한 PONV 예

방효과를 보여, ondansetron의 작용 시간이 예상보다는 상당

히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Ondansetron은 아편

유사제를 이용하는 정맥 PCA시 발생되는 PONV를 감소시

켜 오심은 75%에서 45%로, 구토는 40%에서 10%로 감소되

었다는 보고가 있다.2,3) 또한 2% lidocaine과 fentanyl 50μg을 

이용한 경막외마취 시 분만 직후 예방적으로 투여된 

ondansetron 4 mg 또는 8 mg 은 수술 후 오심 발생을 45%

에서 10%로 구토 발생을 15%에서 5%로 감소시켰다.19)

  본 연구에서는 제왕절개를 하는 젊은 여자 환자가 대상

으로, 수술 중 경막외와 정맥으로 fentanyl이 100μg 이상 투

여되었고, 수술 후 PCEA를 실시하여 PONV의 고위험군이

었다. 경막외마취 후에는 저혈압 발생으로 인한 오심, 구토

의 빈도도 높으므로 저혈압에 대한 치료는 ephedrine을 사용

하 고, 혈압 변화나 복막의 자극 등에 기인하여 올 수 있

는 구역,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기가 나온 후에 

ondansetron을 정주하 으며 이는 경막외마취 시 분만직후 

투여된 ondansetron 4 mg이 대조군에 비하여 PONV 발생율

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를 참조한 것이다.2) 

  국소부위마취(locoregional anesthesia) 시의 오심, 구토의 

발생은 전신마취보다는 낮지만 국소마취 9%, 척추마취 15

－35%로 보고 되었고,20) 척추마취와 경막외마취를 합하여 

10－20% 라는 보고도 있다.21) 저혈압을 경험하는 환자에서 

PONV 발생빈도가 높으며 산소공급으로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구토 중추의 저산소증이 오심, 구토를 유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 고, 저혈압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ephedrine 5 mg을 투여하여, 각 군 평균 14－16 mg 정도의 

ephedrine이 투여되었다. 또한 경막외마취시 아기가 나온 후 

ondansetron 4 mg을 투여하는 경우 PONV 발생 빈도가 감소

하 다는 보고를2) 참고하여 아기가 나온 직후 ondansetron을 

투여하 다. 더불어 모든 환자에게 수술장 도착 시부터 5 

L/min의 산소를 마스크를 통하여 공급하 다. 

  Ondansetron은 serotonin 길항제 중 가장 먼저 개발되어, 

화학요법 환자의 항오심구토제로 사용되었으며, 비교적 심

각한 부작용이 없는 약제로 알려져 있다.22) 대개는 4 mg이 

PONV 예방을 위한 적정용량으로 되어있으나, 예방에도 불

구하고 PONV 발생 시에는 1 mg의 ondansetron을 추가 용량

으로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23) 

  Lee 등은24) 2% lidocaine 20 ml와 morphine 2 mg을 이용한 

경막외마취로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에게 소량의 grani-

setron (20－30μg/kg)을 복막봉합 직전에 정주하여 PONV의 

발생을 감소시켰다. Fujii 등은25) 제왕절개술을 위한 척추마

취 시 최소 40μg/kg granisetron의 예방적 정주로 오심과 구

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 으며, 경막외마취 하 제왕절개

술을 받는 산모에서 태아가 나온 직후 투여한 ondansetron 4 

mg이 수술 후 24시간 동안의 PONV를 75%에서 25%로 감

소시킨 보고와19)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Ondansetron 

8 mg을 투여한 군에서는 수술 중 오심의 빈도가 25%이었

으나 술 후 24시간 동안에는 10%를 나타냈고, 구토 또한 

10%에서 5%로 감소되어 2 mg과 4 mg 군에 비하여 오심, 

구토에 대해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통계적인 유의성

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ondansetron의 투여에 관계

없이 수술 중에 발생한 오심과 구토를 모두 수술 중의 빈

도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수술중과 수술 후의 빈도간 통계

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Ondansetron은 sodium channel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lidocaine보다 15배 정도 강력한 국소마취제 효과를 나타내

는데, 이와 같은 성질이 이 약제의 항오심, 구토 효과에 기

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6) 최근에는 ondansetron이 

아편유사제 수용체인 μ-수용체에도 결합하여 작동제로 작

용하는 것으로 알려져,27) 이 약제의 sodium channel 차단제, 

5-HT3 수용체 길항제, μ-아편양 수용체 작동제로의 다양한 

역할이 propofol과 같이 통증을 유발하는 약제에 의한 통증

을 억제시킨다고 보고 되어 있다.28) 따라서 ondansetron을 경

막외로 투여하는 경우 통증억제 작용과 국소마취제 작용으

로 정맥투여시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며, 이의 안전성의 검증 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술 후 통증치료를 위하여 소모

된 butorphanol이나 ropivacaine용량, 통증정도 등은 각 군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ondansetron의 정주로 인한 특

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아기가 나온 후 ondansetron 2 mg, 4 mg, 8 

mg을 정주한 결과 수술 후 오심, 구토의 예방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이 비슷하 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그러나 아편유사제를 이용한 PCEA가 필요한 산과

환자의 경우는 PONV의 고위험군이므로 8 mg의 ondansetron

을 투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지며, 차후 수술 

중 오심, 구토의 발생빈도를 ondansetron 투여 전후로 구분

하여, 술 후 발생하는 오심, 구토의 빈도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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