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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많은 환자들은 술 후 부작용이 없는 통증 치료가 

성공적인 수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술 후 통증치

료는 국소 마취제나 아편양 제제를 정맥 내, 경막 외 또는 

관절강 내로 자가 통증 조절(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장치를 통하여 투여함으로써 시행되는데, 이 때 구역, 구토, 

진정, 가려움 등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된다. 이러한 부작용

을 최소화하면서 만족스러운 제통 효과를 얻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수술 후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인 술 

후 오심,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의 위

험 요인으로는, 마취 및 수술 종류, 나이, 여자, 오심과 구

토의 기왕력, 수술시간, 주술기의 아편양 제제 사용 여부 

등이 있으며,1,2) 아편양 제제를 사용하여 술 후 자가 통증 

조절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심, 구토의 발

생률이 증가한다고 한다.3-5) 일부 환자들은 PONV가 술 후

의 통증보다 더 참기 어려운 증상으로6) PCA의 사용을 자

의로 중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PCA를 받는 환

자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적극적인 오심, 구토에 

대한 예방 처치가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비용 

효과도 높일 수 있다.

A Study on the Effect of Dosage Increase and Methods of Ondansetron Administration on the Prevention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of Vaginal Total Hysterectomy Patients during IV Patient-Controlled 
Analgesia

Dong Hee Woo, M.D., Jin Young Lee, M.D., Mi Hwa Chung, M.D., Young Ryoung Choi, M.D., and Rim Soo Won,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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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are a ‘Big Little Problem' during IV-PCA after vaginal total hysterectomy.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dosage and the method of ondansetron administration on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in patients that received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IV-PCA). 

  Methods:  Sixty ASA I-II patients that underwent elective total vaginal hysterectomy and received postoperative IV-PCA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dosage and the timing of ondansetron administration.  These patients were given 

ondansetron; twice, (4 mg each) after induction and 5 minutes before the end of the operation (group 1); 8 mg 5 minutes before 

the end of the operation (group 2); and twice, (8 mg each) after induction and 5 minutes before the end of the operation (group 

3).  The incidences of nausea and vomiting and pain scores by visual analogue scale (VAS) were checked and recorded in recovery 

rooms and wards at 1, 6, 24, and 48 hours after operation, respectively. 

  Results:  The three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the incidences of nausea and vomiting and had similar 

VAS pain scores.  

  Conclusions:  Our findings suggest that ondansetron dosage and methods of its administration are not effective at reducing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Korean J Anesthesiol 2005; 49: 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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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dansetron은 PONV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현

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서 4-8 mg이 적정 용량으로 

알려져 있다.7-10) 그러나 저자들의 경우 질식 전 자궁 절제

술 후 아편양 제제를 사용한 정맥 자가 통증 조절(IV-PCA)

시 ondansetron을 적정 용량 사용하여도 여전히 PONV의 빈

도가 높게 발생하 다. 이에 저자들은 ondansetron의 투여 

방법과 용량에 문제가 있다는 가정 하에 용량을 8 mg에서 

16 mg으로 증가시키고, 분할 투여를 통한 방법의 변화를 

주어 PONV의 발생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자궁 근종으로 질식 전 자궁 절제술 및 후 회음 봉합술

을 시행 받기로 예정된 환자 중 미국마취과학회 전신 상태 

분류 1, 2군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

하며 수술 후 IV-PCA를 신청한 40-60세 사이의 환자 60명

을 대상으로 하 다. 과거력 상 약물 남용이나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출혈 경향, 신장에 이상이 있는 환

자, 흡연자 그리고 평소 구역, 구토, 멀미 증세가 있었던 환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 다. 모든 환자는 마취 전 처치로 

glycopyrrolate 0.2 mg, midazolam 2 mg을 수술 1시간 전에 

근주하 다. 마취유도는 propofol 2-2.5 mg/kg로 하 으며 

rocuronium 0.6 mg/kg로 근이완 시킨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

하 고, 마취유지는 산소 2 L/min, 아산화질소 2 L/min, 

enflurane 1.5-2.5 vol%로 유지하 다. 대상 환자는 무작위

로 20명씩 세군(n = 20)으로 나누었으며, 각 군별로 연령, 

성별, 체중, 신장, 수술시간을 측정하 다. 1군(n = 20)은 

ondansetron을 마취 유도 직후와 수술 종료 5분전에 각각 4 

mg씩 정주하 고, 2군(n = 20)은 수술 종료 5분전에 8 mg 

정주하 으며, 3군(n = 20)은 마취 유도직후와 수술 종료 5

분전에 각각 8 mg 정주하 다. IV-PCA는 basal-bolus infusor 

(Acemed-ical, Korea)를 사용하여 fentanyl 25μg/kg, ketorolac 

180 mg을 생리 식염수와 혼합 하여 100 ml로 만들어 지속 

주입량 2 ml/hr, 일시 주입량 0.5 ml로 설정하고 폐쇄간격을 

10분으로 하여 마취 유도 직후부터 투여하 다. 세군 모두 

부하량으로 fentanyl 50μg, ketorolac 15 mg 수술 종료 5분전

에 정주하고 마취제 투여는 중단하 다. 수술 종료 시 손환

기로 자발호흡을 유도한 후 glycopyrrolate 0.4 mg, pyridostig-

mine 20 mg 투여하여 근이완제 효과를 가역한 후 충분한 

자발호흡이 돌아온 후 발관하 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1시

간, 병실에서 6, 24, 48시간 후에 통증, 오심, 구토, 추가 진

통제 사용유무, 추가 항구토제 사용유무를 관찰하 다. 통

증 정도는 VAS (visual analogue scale: 10 cm)로 평가하 고, 

오심과 구토는 4 point scale (0: none, 1: mild, 2: moderate, 

3: severe)을 사용하여 1점 이상일 경우 오심, 구토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 다. 오심, 구토 증상은 환자가 참기 어려워

하며 치료를 원할 경우 metoclopramide 10 mg을 정주하

다. 통증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IV-PCA의 일시 주입기능을 

미리 설명하여 그대로 시행케 하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meperidine 50 mg을 근주하 다. Meperidine 근주로 인

해서 오심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는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

외하 다. 

  모든 결과는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 으며, 각 

군 간의 환자의 나이, 몸무게, 신장, 수술 시간, VAS는 one 

way ANOVA를 이용하 고, 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은 Chi- 

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으며 P ＜ 0.05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모든 군에서 환자의 나이, 몸무게, 신장, 수술 시간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수술 후 오심의 발생에 있어서 0-1시간에는 세 군 모두 

2명(10%)이었고, 1-6시간에는 1군, 2군, 3군이 각각 10명

(50%), 10명(50%), 8명(40%)이었고, 6-24시간에는 1군, 2군, 

3군이 각각 7명(35%), 4명(20%), 2명(10%)이었으며, 24-48

시간에는 1군, 2군, 3군이 각각 2명(10%), 2명(10%), 1명(5%)

으로 통계학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구토의 발생에 있어서 0-1시간에는 1군, 2군, 3

군이 각각 2명(10%), 2명(10%), 1명(5%)이었고, 1-6시간에

는 1군, 2군, 3군이 각각 6명(30%), 5명(25%), 3명(15%)이었

고, 6-24시간에는 1군, 2군, 3군이 각각 2명(10%), 1명(5%), 

2명(10%)이었으며, 24-48시간에는 1군, 2군, 3군이 각각 1

명(5%), 2명(10%), 0명(0%)으로 통계학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심과 구토 모두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44.8 ± 6.48  45.9 ± 8.22  46.2 ± 4.31

Weight (kg)    59 ± 8.09  58.5 ± 5.35  61.2 ± 6.10

Height (cm)  155.4 ± 4.56 157.1 ± 4.31 156.5 ± 3.97

Duration of
  100 ± 19.3  90.5 ± 19.6  97.8 ± 16.7

  operation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Group 1: ondansetron twice, 4 mg each, after 

induction and 5 minutes before the end of operation, Group 2: 

ondansetron 8 mg 5 minutes before the end of operation, Group 3: 

ondansetron 8 mg each after induction and 5 minutes before the end 

of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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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감소하 다(Table 2).

  VAS 통증 점수는 각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able 3), metoclopramide를 정주 받은 환자는 1군 

4명, 2군 4명, 3군 3명이었고, meperidine을 근주 받은 환자

는 1군 2명, 2군 3명, 3군 2명이었다.

고      찰

  최근에는 수술 후 통증 조절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

아져 경막 외 또는 정맥로 등을 통한 PCA 사용이 보편화되

었으며 그 중요성도 잘 인식하고 있다. PCA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진정, 가려움, 변비 등이 있는데 이 

중 PONV는 “Big little problem”이라1) 표현될 정도로 작지만 

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PONV의 유발 요인은1,2) 환자, 마취, 수술과 관련된 측면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환자 요인으로는 나이, 체중, 성

별, 감수성, PONV나 멀미의 기왕력, 비흡연, 통증의 존재, 

탈수의 정도, 공존하는 질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요인들이 

있으며, 마취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마취 전 투약, 마취 가

스 종류,11) 정맥 마취제 종류, 근 이완의 역전, 수술 전 금

식 시간, 마취 종류, 술 후 통증 등이 있다. 수술과 관련된 

요인은 눈, 구강, 귀, 인후와 같은 수술 부위12), 산부인과 수

술, 복강경 및 복강수술, 수술 시간, 용수 환기, 저산소증, 

과이산화탄소혈증 등이 있다. 이처럼 PONV의 원인은 다요

인적이여서 Apfel 등은5) 위험요인을 여성, PONV나 멀미의 

기왕력, 비흡연, 수술 후의 아편양 제제의 사용을 예측인자

로 정하여 2개 이상일 경우 예방적 치료를 해야 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 환자는 예측인자가 3

개(여성, 비흡연자, 수술 후의 아편양제제의 사용)로 모두 

예방적 치료가 필요하다.

  과거 40년간 PONV 발생률은 75-80%로 매우 높았으나, 

현재는 항구토제 등의 사용으로 인해 25-30% 정도로 감소

하 다.1) 하지만 술 후 PCA을 할 경우 PONV 발생률은 20-

80% 정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13) 본 연구 결과를 살

펴 볼 때 PONV 발생률은 0-1시간에는 5-10%, 1-6시간

에는 40-65%, 6-24시간에는 10-45%, 24-48시간에는 5-

10%로 Junger 등이14) 보고한 회복실에서의 9-10%, 술 후 

24시간 내 발생률 30%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데, 이는 

술 후 아편 양 제제를 사용한 IV-PCA를 시행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Ondansetron은 매우 선택적인 5-hydroxytryptamine type 3 

(5-HT3) 수용체 길항제로서 항암제나 고농도의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오심, 구토의 발생률과 강도를 24시

간동안 줄인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고농도의 metoclopramide

보다 더욱 효과적이며, 추체외로 효과(extrapyramidal effect)

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약제로서 최근에는 PONV예

방과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2)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PONV 예방을 위하여 경구 8,1) 

16 mg15) 또는 정주 4 mg이1,7)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투여시기에 대해서는 경구 투여 시 마취유도 1-2시간 

전, 정주 시 마취 유도 직전이나 수술 종료 시 등 다양한 

보고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ondansetron의 정주 용량을 

8 mg으로 시작했으며 용량 증가에 따른 효과의 변화를 보

기 위하여 16 mg까지 투여하 고, 투여 방법은 분할 투여

를 하 다.

  1군과 3군은 용량 증가에 따른 효과의 변화를 살펴본 군

으로서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고, 1군과 2군은 동일한 용량 

하에, 투여 방법에 따른 효과의 변화를 살펴본 군이다. 이

Table 3. VAS Pain Sco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Group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hr 5.19 ± 2.5 5.27 ± 2.2 5.22 ± 2.4

24 hr 2.31 ± 1.5 2.59 ± 1.6 2.46 ± 1.4

48 hr 1.31 ± 1.6 1.27 ± 1.8 1.25 ± 1.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VAS (visual analogue scale, 10, 0: no pain, 

10: imaginable worst pain) VAS at 6, 24, and 48 hours after operation. 

Group 1: ondansetron twice, 4 mg each, after induction and 5 minutes 

before the end of operation, Group 2: ondansetron 8 mg 5 minutes 

before the end of operation, Group 3: ondansetron 8 mg each after 

induction and 5 minutes before the end of operation.

Table 2. Incidences of PONV during Each Period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n = 20)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ausea

 0-1 hr  2 (10%)  2 (10%) 2 (10%)

 1-6 hr 10 (50%) 10 (50%) 8 (40%)

 6-24 hr  7 (35%)  4 (20%) 2 (10%)

24-48 hr  2 (10%)  2 (10%) 1 (5%)

Vomiting

 0-1 hr  2 (10%)  2 (10%) 1 (5%)

 1-6 hr  6 (30%)  5 (25%) 3 (15%)

 6-24 hr  2 (10%)  1 (5%) 2 (10%)

24-48 hr  1 (5%)  2 (1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percentage) that experienced nausea and vomiting. 

PONV: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at 0, 1, 6, 24, and 48 hours 

after operation, Group 1: ondansetron twice, 4 mg each, after induction 

and 5 minutes before the end of operation, Group 2: ondansetron 8 

mg 5 minutes before the end of operation, Group 3: ondansetron 8 mg 

each after induction and 5 minutes before the end of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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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ndansetron의 반감기가 3.5-4.5시간이고, 혈중 최고 농

도가 정주 20-30분 후에 도달하므로, 분할 투여를 통해서 

선행 항오심, 구토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으며, 1군과 2

군 비교 시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부가적으로 ondansetron 투여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아직 

까지는 동물 실험 결과지만 5-HT3 수용체가 근육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와 구조적, 

기능적으로 유사하므로 농도 의존적으로 근 이완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탈분극성 근 이완제의 근 이완 작용을 강화시

킬 수 있다는 점이다.16-8) 

  본 연구를 토대로 살펴볼 때, 적정 용량 4-8 mg을 넘는 

16 mg은 용량 증가에 따른 PONV 발생률 감소에 효과적이

지 않으며,19,20) 투여 방법도 큰 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

내고 있다. 그러므로 질식 전 자궁 절제술 후 아편양 제제

를 사용한 IV-PCA를 시행하는 경우에 ondansetron 8 mg을 

수술 종료 최소 20분전에 정주하는 것이 PONV감소를 위해

서 효과적인 방법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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