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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수술 후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약물 주입기를 이

용하여 경막외 또는 정맥로로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

는 방법이 보편화되었다.1) 척추 수술 후에는 통증을 완화시

킬 목적으로 주로 정맥 내 자가 통증 조절법(patient-controll-

ed analgesia, PCA)을 사용한다. 진통제로서 아편유사제가 사

용되고 있지만 이 약물들이 오심 구토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오심 구토는 술 후 환자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게

된다.2-4)

  Ondansetron은 5-hydroxytryptamine3 (5-HT3) 수용체를 선택

적으로 길항하는 serotonin 길항제로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후 또는 수술 후 생기는 오심 구토에 대해 효과가 있

고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Ondansetron의 적

절한 투여시기에 대하여는 수술 종료 직전이 가장 효과적

이라는 보고도 있고,8) 마취유도 직전,9) 마취유도 15분 후,10) 

수술종료 30분 전11) 등으로 다양하다.12) 그러나 상기 연구들

은 ondansetron을 한번에 투여(bolus injection)한 방법으로 지

속적으로 투여하는 것(continuous infusion)에 대한 연구는 드

물다. 이에 저자들은 ondansetron의 지속적 투여 효과를 밝

히기 위해 투여방법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와 안 한 경

우로 나누고,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한번 더 투여한 

경우(bolus injection)도 추가하여 어느 경우가 가장 항구토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1, 2에 해당하고 수술시간

이 3시간 이내로 예상되는 척추 수술을 받게되는 환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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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inuous infusion of ondansetron for the prevention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in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Methods:  One hundred and sixty patients undergoing spinal surgery were randomiz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method 

of ondansetron administration, placebo (n = 40, group 1), ondansetron 8 mg mixed to IV PCA (n = 40, group 2), ondansetron 

4 mg IV before induction or after surgery in addition to 8 mg mixed to IV PCA (n = 40, group 3 or n = 40, group 4).  The 

incidences of nausea, vomiting, and side effects were recorded for 48 hr postoperatively.

  Results:  The incidence of nausea in group 1 (43 %)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other groups (group 2; 18%, group 

3; 15%, group 4; 18%) (P ＜ 0.05), and vomiting was one in group 1.

  Conclusions:  Continuous ondansetron infusion is effective at preventing PONV, but the effects of additional bolus injections 

to continuous infusion of ondansetron were not different from continuous infusion only.  (Korean J Anesthesiol 2004; 47: 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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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통증 관리를 원하며 본 연구에 대해 동의한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윤리위원회의 허

가를 받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

여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

  마취 전 처치는 midazolam 2-3.5 mg과 glycopyrrolate 0.2 

mg을 수술 1시간 전에 근주하 다. Propofol 2 mg/kg과 

succinylcholine 1 mg/kg을 정주 후 기관 내 삽관하 고 마취 

유지는 N2O-O2-sevoflurane으로 하 다. 술 중 근이완을 위해 

vecuronium을 6-8 mg 투여하 다. 대상 환자를 무작위로 

각군 40명씩 네 군으로 나누어 1군(n = 40)은 전신 마취 유

도 직전과 수술 종료 시에 각각 생리 식염수 2 ml를 정주

하 고, IV-PCA용액에는 ondansetron을 섞지 않고 nalbu-

phine 30 mg과 ketorolac 120 mg이 혼합된 상태에 5% D/W

용액을 섞어 100 ml를 만들어 기준치로 잡았다. 2군(n = 

40)은 전신 마취 유도 직전과 수술 종료 시에 각각 생리 식

염수 2 ml를 정주하 다. 3군(n = 40)은 ondansetron 4 mg 

(2 ml)를 전신 마취 유도 직전에 정주하 고 수술 종료 시

에 생리 식염수 2 ml를 정주하 다. 4군(n = 40)은 생리 식

염수 2 ml를 전신 마취 유도 직전에 정주하 고 수술 종료 

시에 ondansetron 4 mg (2 ml)를 정주하 다. 2, 3, 4군에서

는 IV-PCA용액에 ondansetron 8 mg (4 ml)를 섞고 

nalbuphine 30 mg과 ketorolac 120 mg이 혼합된 상태에 5% 

D/W용액을 섞어 100 ml를 만들었다. IV-PCA는 네 군에서 

모두 마취 유도 직후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연결했다. 

IV-PCA는 Walkmed PCA infusor (Medex Ambulatory infusion 

Systems, Broomfield)를 사용하 으며 시간당 기본 주입량

(basal infusion) 2 ml, 폐쇄 간격(lockout time) 30분, 부하량

(loading dose)은 2 ml로 하 다. 회복실에서 환자의 각성 직

후 1, 3, 6, 12, 24, 36, 48시간 후에 오심, 구토와 기타 부작

용 발생 여부를 환자가 속한 군을 모르는 동일한 관찰자가 

기록하 다. 오심은 환자가 속이 메스꺼워 토할 듯한 느낌

이 있다고 호소할 경우이고 구토는 위내용물을 입밖으로 

토한 경우로 하 다. 한번이라도 오심이나 구토를 호소한 

경우는 증상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기록하 다. 오심이나 

구토가 심하여 환자가 원하거나 참기 힘들다고 하 을 경

우 진토제로서 metoclopramide 10 mg을 정주하 다. 통증은 

VAS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점수를 기록하 다.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0.0)를 이용하여 환자의 특성 

및 VAS는 ANOVA를 이용하고, 오심 및 구토와 부작용 발

생률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 으며, P ＜ 0.05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대상 환자의 연령, 체중, 수술 시간 및 마취 시간 등은 

각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각 군에서 VAS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고 대부분 4 이

하를 유지했다.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of Patien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n = 40) 2 (n = 40) 3 (n = 40) 4 (n = 4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50.2 ± 2.5  51.3 ± 2.2  49.8 ± 2.9  52.1 ± 1.9

Duration of surgery (min) 168.5 ± 8.9 170.4 ± 7.8 171.1 ± 8.5 169.8 ± 8.9

Duration of anesthesia (min) 188.6 ± 7.9 190.5 ± 8.9 189.7 ± 9.6 191.2 ± 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 are mean ± S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 ＞ 0.05). Group 1: placebo, Group 2: continuous 

infusion, Group 3: preinduction bolus + continuous infusion, Group 4: end of surgery bolus + continuous infusion.

Table 2. Incidence of Nausea and Vomiting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n = 40) 2 (n = 40) 3 (n = 40) 4 (n =4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usea 17 (43 %) 7 (18 %)* 6 (15 %)* 7 (18 %)*

Vomiting  1 (3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s of patient (%) with symptoms in a 48 hour 

observation period. *P ＜ 0.05 compared with group 1. Group 1: 

placebo, Group 2: continuous infusion, Group 3: preinduction bolus 

+ continuous infusion, Group 4: end of surgery bolus + 

continuous infusion.

Table 3. Incidence of Side Effec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n = 40) 2 (n = 40) 3 (n = 40) 4 (n = 4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dation 16 (40%) 17 (43%) 15 (38%) 17 (43%)

Dizziness  8 (20%)  9 (23%)  8 (20%)  7 (18%)

Headache 10 (25%) 12 (30%) 14 (35%) 12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s of patient (%) with symptoms in a 48 hour 

observation perio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P ＞ 0.05). Group 1: placebo, Group 2: continuous 

infusion, Group 3: preinduction bolus + continuous infusion, 

Group 4: end of surgery bolus + continuous i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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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후 48시간 동안의 오심 발생률은 1군 17명(43%), 2군 

7명(18%), 3군 6명(15%), 4군 7명(18%)으로서 1군에 비해서 

나머지 세 군에서 의미 있는 감소가 있었으나(P ＜ 0.05), 

세 군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2).

  구토는 1군에서 1명만 발생하여 metoclopramide 10 mg을 

정주하 고 나머지 세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술 후 발생된 부작용으로 진정증상, 어지러움, 두통 등

이 있었지만 각 군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고 치료를 필

요로 하거나 심각한 증세를 호소한 환자는 없었다(Table 3). 

고      찰

  수술 후 통증완화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는 opioid 제제이다. 그러나 opioid를 사용한 

PCA의 경우 오심, 구토의 빈도가 높다.13) 수술 후 오심, 구

토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항히스타민제, 항콜린제,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가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 5-hydro-

xytryptamine type 3 (5-HT3) 수용체의 선택적인 길항제인 

ondansetron이 부작용 없이 오심, 구토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다.14)

  Ondansetron의 적절한 투여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

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수술 종료 직전이 가장 효과적이

라는 보고도 있고,8) 마취유도 직전,9) 마취유도 15분 후,10) 

수술종료 30분 전
11) 등으로 다양하다.12) 그러나 김동희 등 

은12) ondansetron을 전신마취 유도 직전과 수술 종료시에 각

각 다른 시기에 투여한 연구에서 어느 시기든지 ondansetron

만 투여가 되면 오심과 구토의 억제효과는 비슷하다고 하

다. 이들 연구들은 bolus로 ondansetron을 투여한 연구들이

었고, PCA에 ondansetron을 섞어서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의 연구는 드물었다. 김동희는15) ondansetron과 병용된 

dexamethasone이 오심 및 통증 억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PCA에 ondansetron을 섞어서 지속주입한 연구를 진행

하 는데, 양 군 모두에서 똑같이 ondansetron이 지속주입된 

경우로서 본 연구와는 연구 방법이 달랐다. 수술 후 통증완

화는 선행 진통 효과를 생각해서 마취 후에 바로 IV-PCA를 

달고 지속적으로 아편유사제가 정주되기 때문에, IV-PCA에 

ondansetron을 섞어서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비하여 수술 후 오심 구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

일 것이라고 여겨져 본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결과 ondansetron을 지속주입한 군에서는 그렇지않은 

군에 비해 오심의 빈도가 감소하 다. 하지만 ondansetron이 

지속주입되는 경우에는 마취 유도 직전이나 수술 종료 시

에 bolus로 ondansetron을 추가하더라도 오심의 빈도는 감소

하지 않았다. White 등은16) 유방재건술을 받는 환자들을 두 

군으로 나누어 마취유도 후에 양 군에서 모두 ondansetron 

0.1 mg/kg를 bolus로 준 후 한 군에서는 ondansetron을 지속

주입시키고, 다른 군에서는 생리식염수를 지속주입시켜 효

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전체적인 오심 구토의 발생율은 양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Seynaeve 등은17) 

cisplatin 항암요법을 받는 환자들에서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ondansetron을 투여한 연구에서, bolus로 8 mg의 ondansetron

을 주고 ondansetron을 지속주입시킨 경우와 bolus로 8 mg을 

주고 ondansetron을 지속주입시키지 않은 경우에서 항구토 

효과가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면서, 8 mg 정도의 ondan-

setron이 bolus로 투여되면 항구토 효과를 더 증가시키기 위

해 지속주입시키거나 더 증량하여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전체적으로 2군에서는 8 mg이, 3

군과 4군에서는 12 mg의 ondansetron이 들어갔고 세 군간에 

항구토 효과는 차이가 없어서 상기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

를 보 다.

  Ondansetron의 지속주입시(2군) 오심 발생률은 18%로, 그

렇지 않은 경우의(1군) 43 %에 비하여 의의있게 감소하여 

지속적주입이 오심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추가로 ondansetron 4 mg을 bolus로 준 경우

는(3, 4군) 2군에 비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

기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IV PCA에 ondansetron 8 mg

을 섞어서 지속주입하기만 하면 수술 후 오심을 막기위해

서는 굳이 더 이상의 추가된 ondansetron의 투여는 불필요했

다. 

  본 연구에서는 ondansetron을 지속적 주입시킨 경우와 

bolus로 투여한 경우와의 비교는 시행하지 않았다. IV-PCA

에 ondansetron 8 mg을 섞어서 지속주입시킨 군과 전신 마

취 유도 직전이나 수술 종료 시에 ondansetron 8 mg을 bolus

로 준 군에서 오심 구토의 발생율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적절한 ondansetron의 투여 방법과 용량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IV PCA에 ondansetron 8 mg을 섞어서 지속주

입시킨 경우 수술 후 오심의 발생률을 감소시켰지만 추가

적으로 ondansetron 4 mg을 전신 마취 유도 직전이나 수술 

종료시에 투여한 경우는 지속주입만 시킨 경우에 비하여 

오심의 발생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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