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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emetic Effect of Midazolam added to Patient-Controlled Analgesia after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Seok Ho Jung, M.D., and Young Hun Je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Background:  Midazolam has been reported to decrease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We studied the antiemetic 

effect of midazolam in patients receiving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using morphine after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Methods:  Group C (n = 27) received bolus of morphine 5 mg and PCA of morphine 1 mg/ml.  Group M1 (n = 27) received 

bolus of morphine 5 mg and midazolam 1 mg and PCA of midazolam 0.2 mg/ml mixed with morphine 1 mg/ml.  Group M2 

(n = 27) received bolus of morphine 5 mg and midazolam 1 mg and PCA of midazolam 0.4 mg/ml mixed with morphine 1 

mg/ml.  The PCA delivery system was programmed to deliver 1 ml of the test solution per demand with a 10 min lockout interval 

and no background infusion.  The incidence of PONV, metoclopramide and ketorolac usage, morphine and midazolam consumption, 

pain, sedation, and other side effects were assessed at 1, 4, 8, 16, 24, 36 and 48 h after the operation.

  Results:  The incidences of PONV were 19 (70%) in Group C, 14 (52%) in Group M1 and 10 (37%) in Group M2.  The 

incidence of PONV in Group M2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in Group C (P ＜ 0.05).  Patients in Group M2 experienced 

more sedation than those in Group C (P ＜ 0.05). No severe sedation was observed in all groups.

  Conclusions:  Combination of midazolam 0.4 mg per morphine 1 mg in PCA had more effective antiemetic efficacy than control 

without significant adverse effects.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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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맥내 자가통증조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은 

수술 후 통증조 에 리 사용되어 왔으며 효과 인 진통

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의 사용은 통증조 에 주로 사용

되는 아편양제제로 인해 술 후 오심,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같은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단 이 있

다. 이로 인해 지 까지 많은 항구토제에 한 연구와 임상

시험이 이 졌으며 특히 5-hydroxytryptamine 제 3형(5-HT3) 

수용체 길항제 계열의 약이 PONV의 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1-3) 추체외로계증상과 심폐 계 합병증 등 다른 항

구토제제가 가진 부작용이 거의 없기에 각 을 받아왔다.4,5)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이 계열 약제인 ondansetron이 복식 

자궁 출술(total abdominal hysterectomy, TAH) 후 morphine

을 이용한 정맥 내 PCA를 시행한 환자에서 PONV를 의미 

있게 감소시키지 못했고,6) 가격에 비하여 그리 효과 이지 

못하다고 하 다.7)

  최근에는 마취과 역에서 환자의 술  불안을 감소시

키기 한 마취 투약과 마취보조제로 사용되던 benzodiaze-

pine계인 midazolam이 PONV의 빈도와 강도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8-10) 최근 한 보고

에서 술 후 다른 항구토제에 반응하지 않는 지속 인 구역

(retching),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용량의 midazolam 

을 정맥내 지속  투여한 결과 PONV를 단시키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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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11) Midazolam은 PONV의 

방을 해 술 과12,13) 술 후에11,14) 여러 방법으로 투여가 되

어왔으나 아직까지 정맥내 PCA에 혼합되어 사용된 는 없

었다. 그러나 midazolam은 심한 진정작용이나 호흡 하를 

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자들은 정맥내 

PCA에 midazolam을 혼합하여 이 약제가 혼합되지 않은 

조군과 항구토효과를 비교해 보았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

면서 항구토효과를 효과 으로 나타낼 수 있는 midazolam의 

정용량을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 2에 해당하는 20-60

세 사이의, 신 마취 하에 복식 자궁 출술을 시행 받

는 환자 81명이 연구 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윤리 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실험 목 과 PCA의 약제

로 인한 부작용에 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았다. 약물남용이나 연구에 필요한 약물에 한 과민반응

의 병력이 있는 자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상자는 제외

하 다. 환자의 나이, 체 , 마취시간, 회복실 체재시간 등이 

기록되었으며 이 의 술 후 구역, 구토의 병력, 흡연여부, 

멀미 등의 병력들도 기록하 다.

  수술  날 환자들은 PCA장치의 사용법에 해 교육을 

받았다. 모든 환자에서 마취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thiope-

ntal 5 mg/kg과 rocuronium 1 mg/kg로 마취유도를 하 고, 기

 내 삽  후 N2O 2 L/min과 O2 2 L/min, isoflurane 0.8- 

1.5 vol%로 마취유지를 하 다. 수술 종료 시 근이완을 가

역 시키기 해 glycopyrrolate 7μg/kg과 pyridostigmine 30μg/ 

kg을 혼합하여 정주하 으며, 그 외에는 술 후 오심, 구토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약제도 투여하지 않았다.

  수술이 종료되고 회복실에서 환자가 질문에 답을 하고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각 군의 투약계획에 따라 부하

용량을 정주하고 PCA장치를 환자의 정맥로에 연결하 다. 

환자들은 마취유도 후에 무작 로 추첨에 의해 세 군 의 

한 군에 할당되었으며 C군(n = 27)은 부하용량으로 morphine 

HCl 5 mg을 정주하고 PCA장치에는 생리식염수와 morphine 

HCl 50 mg을 혼합하여 총 50 ml의 용량이 되도록 하 다. 

M1군(n = 27)은 부하용량으로 midazolam 1 mg과 morphine 

HCl 5 mg을 정주하고, 생리식염수와 morphine HCl 50 mg, 

midazolam 10 mg을 혼합하여 총 50 ml의 용량이 되도록 하

다. M2군(n = 27)은 부하용량으로 midazolam 1 mg과 

morphine HCl 5 mg을 정주하고, 생리식염수와 morphine HCl 

50 mg, midazolam 20 mg을 혼합하여 역시 총 50 ml의 용량

이 되게 하 다. PCA의 부하용량을 투여한 후 환자들의 의식

이 명료해지고 실내공기(room air)에서 맥박산소계측기(pulse 

oximeter)로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94% 이상인 경우에 병동

으로 옮겨졌다.

  PCA (Abbott Ambulatory Infusion ManagerⓇ plus, Abbott 

Laboratories, North Chicago, USA)는 지속주입량(basal infusion) 

없이 폐쇄간격(lockout interval) 10분으로 하고, 단추를 를 

때 마다 1 ml씩 투여되도록 조정하 다.

  PONV의 빈도와 강도, metoclopramide와 ketorolac의 투여 

횟수, morphine 사용량, 통증, 진정, 그 외의 부작용 등을 술 

후 1, 4, 8, 16, 24, 36, 48시간마다 조사하여 기록하 다. 오

심과 구토는 Bellville의 수15)(0 = no symptom; 1 = nausea, 

subjective unpleasant sensation with awareness of urge to vomit; 

2 = retching, spasmodic contractions of abdominal wall and 

diaphragmatic muscles without expulsion of gastric content; 3 = 

vomiting, same as retching but with forceful expulsion of gas-

tric contents)를 사용하 고, 진정의 정도는 4-point rating scale 

(0 = fully awake; 1 = somnolence, asleep with response to sti-

mulus; 2 = stuporous, asleep without response to stimulus; 3 = 

unresponsive)을 사용하여 각 시간 별로 가장 높은 수를 

채택하 다. 만약 환자가 심한 PONV를 보이는 경우 진토

제로 metoclopramide 10 mg을 정맥내 주사하 다. 진정 수

가 3 이상이거나 분당 호흡수가 8회 이하인 경우, 그리고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benzodiazepine 

의 길항제인 flumazenil을 투여하기로 하 으며 이 환자들은 

본 연구에서 도 탈락시키기로 하 다. 통증 수는 11- 

point visual analog scale (VAS)을 사용하여 통증이  없

는 경우를 0, 가장 심한 경우를 10으로 하여 통증 수를 기

록하 으며, VAS 통증 수가 3 이상이거나 환자가 진통제

를 원하면 ketorolac 10 mg을 정맥내 주사하 으며 통증 조

이 되지 않아 아편양제제를 사용해야할 경우에도 도 

탈락시키기로 하 다.

  각각의 측정치는 환자수(%)와 평균 ± 표 편차(SD) 등

으로 나타냈으며, SPSS 11.5 for windows (SPSS Inc,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VAS 통증 수와 morphine사용량, 환

자정보 등의 군간 비교는 one-way ANOVA 검정을 사용하

고, Tukey test로 사후 검정을 하 다. PONV와 진정, 기타 

부작용의 발생률은 Pearson’s chi-square 검정을 사용했고 데

이터 에 5 이하의 수가 있을 때는 Fisher’s exact 검정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모든 경우에서 P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환자들의 나이와 체 , 마취시간, 회복실 체재시간 등에는 

차이가 없었으며(Table 1) PONV의 빈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의 PONV와 흡연, 멀미 등의 병력에서도 군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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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Group C (n = 27) Group M1 (n = 27) Group M2 (n = 27)


Age (yr) 41.5 ± 6.5 43.4 ± 8.3 40.2 ± 6.1 

Weight (kg) 56.2 ± 4.3 56.9 ± 6.6 58.4 ± 3.3 

Height (cm) 154.7 ± 6.6  159.0 ± 4.3  155.2 ± 6.7  

Anesthesia duration (min) 102.6 ± 8.7  107.6 ± 10.7 107.3 ± 8.9  

PACU stay duration (min) 70.1 ± 17.5 71.8 ± 21.1 73.5 ± 18.3

Values are mean ± SD. Group C: morphine 1 mg per PCA solution 1 ml; Group M1: morphine 1 mg + midazolam 0.2 mg per PCA solution 

1 ml, and Group M2: morphine 1 mg + midazolam 0.4 mg per PCA solution 1 ml. PACU: postanesthesia care unit, 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Table 2. Number of Patients (%) in the PONV Score, Sedation Score, 
Side Effects and Rescue Medications

　 Group C Group M1 Group M2

(n = 27) (n = 27) (n = 27)

PONV

0 (No symptom)  8 (30%) 13 (48%)  17 (63%)*

1 (Nausea) 12 (44%)  8 (30%)   5 (19%)*

2 (Retching)  3 (11%)  3 (11%)  3 (11%)

3 (Vomiting)  4 (15%)  3 (11%) 2 (7%)

Sedation

0 (Fully awake) 18 (67%) 14 (51%)  9 (33%)*

1 (Somnolence)  6 (22%)  8 (30%) 12 (45%)

2 (Stuporous)  3 (11%)  5 (19%)  6 (22%)

3 (Unresponsive) 0 (0%) 0 (0%) 0 (0%)

Side effects

Pruritus 1 2 1

Urinary retention 3 0 2

Respiratory depression 0 0 0

Rescue medications

Metoclopramide  9 (33%)  6 (22%)  4 (15%)

Ketorolac  6 (22%)  4 (15%)  3 (11%)

Flumazenil 0 (0%) 0 (0%) 0 (0%)

Values are numbers of patients (%). Group C: morphine 1 mg per PCA 

solution 1 ml, Group M1: morphine 1 mg + midazolam 0.2 mg per 

PCA solution 1 ml, and Group M2: morphine 1 mg + midazolam 

0.4 mg per PCA solution 1 ml. PONV: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 *: P ＜ 0.05 compared 

with Grou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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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verage sedation scores at each time interval. The sedation 

score in Group M2 is higher than Group C during the first hour after 

surgery, after which there are no differences in the scores between the 

groups. Value are mean ± SEM. Group C: morphine 1 mg per PCA 

solution 1 ml, Group M1: morphine 1 mg + midazolam 0.2 mg per 

PCA solution 1 ml, and Group M2: morphine 1 mg + midazolam 

0.4 mg per PCA solution 1 ml. 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 

*: P ＜ 0.05 compared with Group C.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술 후 48시간 동안 PONV의 빈도는 C군에서 19명(70%), 

M1군에서 14명(52%), M2군은 10명(37%)으로 C군과 M2군

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나(P ＜ 0.05), C군과 M1군은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진토제로 metoclopramide를 투

여 받은 환자는 C군에서 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M1군(6명)

과 M2군(4명)에 비해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2). 

한 지속되는 구역과 구토로 metoclopramide를 2회 이상 투여 

받은 환자가 C군에서 4명, M1군에서 3명이 있었으며, M2군

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는 진토제를 2번 이상 투여 받은 경

우는 없었다.

  진정증상이 있었던 환자의 빈도는 M2군이 18명(67%)으로 

C군의 9명(33%)에 비해 의미 있게 많았으며(P ＜ 0.05), M1

군의 13명(48%)과는 차이가 없었다(Table 2). 세 군 모두에

서 진정 수 3 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고, 회복실이나 병

실에서 과도한 진정증상이나 분당 호흡수 8회 이하의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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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verage Drugs Usages per Hour at Each Time Interval and 

Total Amount of Drugs Infused


Group C Group M1 Group M2
(n = 27) (n = 27) (n = 27)


Morphine usage

0-1 h (mg/h) 8.5 ± 1.2 8.8 ± 1.5 8.6 ± 1.2

1-4 h (mg/h) 2.1 ± 0.9 1.8 ± 1.6 1.7 ± 0.8

4-8 h (mg/h) 1.4 ± 0.6 1.3 ± 0.6 1.1 ± 0.5

8-16 h (mg/h) 0.8 ± 0.4 0.8 ± 0.5 0.9 ± 0.3

16-24 h (mg/h) 0.9 ± 0.3 0.7 ± 0.3 0.7 ± 0.4

24-36 h (mg/h) 0.5 ± 0.2 0.5 ± 0.2 0.4 ± 0.2

36-48 h (mg/h) 0.4 ± 0.2 0.5 ± 0.3 0.4 ± 0.2

Total amount
43.7 ± 8.1 42.6 ± 10.2 39.6 ± 8.6 

  infused (mg)

Midazolam usage

0-1 h (mg/h) - 1.6 ± 0.3  2.1 ± 0.5*

1-4 h (mg/h) - 0.4 ± 0.3 0.7 ± 0.3

4-8 h (mg/h) - 0.3 ± 0.1 0.5 ± 0.2

8-16 h (mg/h) - 0.2 ± 0.1 0.4 ± 0.1

16-24 h (mg/h) - 0.1 ± 0.1 0.3 ± 0.2

24-36 h (mg/h) - 0.1 ± 0.0 0.2 ± 0.1

36-48 h (mg/h) - 0.1 ± 0.1 0.2 ± 0.1

Total amount
- 　8.5 ± 2.0   14.9 ± 3.4*

  infused (mg)


Values are mean ± SD. Group C: morphine 1 mg per PCA solution 

1 ml; Group M1: morphine 1 mg + midazolam 0.2 mg per PCA 

solution 1 ml, and Group M2: morphine 1 mg + midazolam 0.4 mg 

per PCA solution 1 ml. 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 *: P ＜ 0.05 

compared with Group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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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verage VAS pain scores at each time interval. The VAS pain 

scores decrease with time in all groups, bu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Value are mean ± SD. Group C: 

morphine 1 mg per PCA solution 1 ml, Group M1: morphine 1 mg + 

midazolam 0.2 mg per PCA solution 1 ml, and Group M2: morphine 

1 mg + midazolam 0.4 mg per PCA solution 1 ml. VAS: visual 

analog scale, 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

하를 보이는 경우는 세 군 모두에서 없었다. 각 시간 별

로 조사한 진정의 평균 수에 있어서는 술 후 첫 한 시간

에서 M2군이 C군에 비해 높았으나(P ＜ 0.05) 그 이후에는 

모든 군에서 낮은 진정 수를 나타냈으며 각 군 간에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Fig. 1).

  평균 morphine 사용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군에서 

조 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 으며 각 시간 별 사용량과 

총사용량에 있어서 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48시

간 동안의 midazolam 총투여량에 있어서는 M2군이 14.9 ± 

3.4 mg로 M1군의 8.5 ± 2.0 mg에 비해 많았다(P ＜ 0.05, 

Table 3).

  48시간 동안의 평균 VAS 통증 수는 C군이 2.1 ± 0.7, 

M1군이 1.9 ± 0.6 그리고 M2군이 1.8 ± 0.7이었다(P ＞ 

0.05). 각 시간 별로 조사한 평균 VAS 통증 수도 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2). VAS 수가 3 이상을 기

록해서 진통제로 ketorolac을 투여 받은 환자 수에 있어서도 

세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2).

고      찰

  수술 후에 발생하는 PONV는 계획되지 않은 입원기간의 

연장을 야기하고, 술 후 기간 동안 환자의 만족도를 감소시

키는 가장 큰 원인 의 하나이다.16) 특히 술 후 진통을 

해 사용되는 아편양제제는 PONV의 빈도와 강도를 더욱 증

가시킨다. 구토의 병태생리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화학 수용

체 방아쇠 역(chemoreceptor trigger zone)과 장 , 뇌피

질, 내이 정기  등으로 부터의 자극이 외측 망상체형성

(lateral reticular formation)에 있는 구토 추(emetic center)를 

자극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PONV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여자환자와18) 수술  사용

되는 흡입 마취제  N2O, enflurane, isoflurane, desflurane19) 

그리고 복강경 수술과 이 수술20,21) 등이 련이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한 PCA의 사용으로 인한 PONV의 빈

도는 략 50-54%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22,23) 부인과  수

술을 시행하고 morphine을 첨가한 PCA를 사용한 경우에는 

PONV의 빈도가 60-80%에 달한다.24,25) PONV의 방과 치

료를 해 지 까지 많은 항구토제에 한 연구가 시행되

어 왔으나 아직까지 어떤 약제도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하

지는 못하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항구토제의 방  처

치가 환자의 만족도와 결과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다.26,27)

  Midazolam은 진정과 기억상실, 항불안, 항경련 효과가 있

는 benzodiazepine계 약물로 수용성으로 주사 시 통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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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benzodiazepine계 약제에 비해 발 시간이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아 마취 투약과 신마취 유도 시 마취보조

제로 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midazolam

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항구토제에 뒤지지 않는 효과가 있음

이 밝 지면서 심의 상이 되고 있다. Sen 등은28) 척추강 

내로 투여한 midazolam이 PONV를 인다고 보고한 바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도 구역과 구토의 치

료에 효과가 있음이 밝 졌다.29) 소아환자에서 특히 구역, 구

토의 발생빈도가 높은 수술인 편도선제거술과 사시교정술에

서도 방 으로 투여된 midazolam과 lorazepam이 구토 발생

을 이는데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10,30,31) 

  Midazolam의 작용기 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화학 

수용체 방아쇠 역에서 dopamine 분비를 억제시키고,32) ade-

nosine 작용을 항진시키며,33) 이로 인해 adenosine을 매개로

한 dopamine의 생산과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작용한다.32) 한 

gamma-aminobutyric acid (GABA) 수용체에 결합해서 5-HT3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34)

  Midazolam의 투여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 져 왔는데, Heidari 등은13) 수술 에 midazolam 0.04 

mg/kg을 투여하여 PONV를 71%에서 33%까지 감소시켰다고 

했으며, Cho 등은8) 마취유도 직후에 midazolam을 여러 가지 

용량으로 투여하여 회복의 지연 없이 PONV 방효과가 있

다고 보고하기도 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 morphine PCA에 

혼합된 midazolam의 효능이나 정용량에 해서는 밝 진 

바가 없는 계로 본 연구에서는 TAH 후 요구되는 mor-

phine 양이 24시간 동안 략 50-55 mg정도이며,35,36) mida-

zolam을 시간당 약 1 mg씩 지속 으로 투여시 PONV를 억

제할 수 있었다는 보고를11,37) 참고하여 24시간동안의 mor-

phine 상사용량을 55 mg (부하용량 5 mg 포함)으로 정하

고 midazolam은 부하용량으로 1 mg을 제외한 20 mg을 혼

합하여 morphine 1 mg 투여시 midazolam이 0.4 mg이 투여

되도록 하 다. 그리고 이 보다 은 용량에서의 효과를 알

아보기 해 midazolam 1 mg 당 morphine 0.2 mg이 투여되

는 군을 설정하 다. 한 지속주입방법은 진통효과를 높이

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38)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주입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만약 환자

가 통증을 호소할 시에는 PONV에 향을 미치는 아편양제

제 보다는 소염진통제를 투여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48시간 동안 세 군에서 차이가 없이 조군에서 43.7 ± 8.1 

mg, M1군에서 42.6 ± 10.2 mg 그리고 M2군에서 39.6 ± 

8.6 mg으로 PCA 사용량이 상보다 었으며 이는 TAH 

후 72시간동안 사용된 morphine 양이 54 ± 1.2 mg으로 나

타난 Chia 등의39)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 morphine을 이용한 PCA에 midazolam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PONV발생률을 조군과 비교해 보았는데 

morphine 1 mg 당 midazolam 0.4 mg을 혼합한 M2군에서 

조군에 비해 PONV 발생률을 의미 있게 일 수 있었다. 

그러나 오심에서의 의미 있는 차이와 달리 구역, 구토의 발

생 그리고 진토제의 사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오심의 발생률에 비해 상 으로 구역과 구토의 발

생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은 환자를 

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idazolam의 부작용은 심한 진정작용과 호흡 하 등이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항구토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용량의 

midazolam은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를 

들면 Sanjay와 Tauro는14) 심장수술 후 midazolam을 0.02 mg/ 

kg/h 용량으로 주입시 ondansetron과 비슷한 항구토효과를 

보 으며 ondansetron에 비해 술 후 기  내 삽 의 기간이

나 환자실 체류 기간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보고하 고, 

Unlugenc 등은40) midazolam의 항구토효과가 진정작용보다 

오래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도 회복실 체재시간

에 있어서는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술 후 첫 한 시간에는 

진정 수에 있어서 M2군이 평균 1.0 ± 0.7로 C군의 평균 

0.4 ± 0.7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P ＜ 0.05, Fig. 1), 이는 

M2군에서 기에 투여된 상 으로 많은 양의 midazolam

과 morphine의 상승작용에 의해 진정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진정 수는 술 후 4시간 이후부터는 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진정 수 3 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었

으며, 부분에서 진정 수는 0 과 1 을 기록하 다.

  정맥내 지속  주입을 하는 경우 항구토효과를 나타내는 

midazolam의 정용량은 아직까지 확실히 명시된 바가 없으

나, 이 의 연구들에서 시간당 1.0 mg의 용량으로 midazolam 

을 투여한 경우 별다른 부작용 없이 효과 으로 구역, 구토

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하 다.11,37) 본 연구에서 술 후 24시

간까지의 midazolam의 주입용량은 M1군에서 시간당 평균 

0.1-0.6 mg/h, M2군에서는 시간당 평균 0.3-1.1 mg/h의 범

를 보 으며, PONV에 있어서 M1군에서 C군과 비교해 빈

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음을 볼 때, morphine 1 mg 당 

midazolam 0.2 mg의 조합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PCA장치에 midazolam을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도 morphine 1 mg당 midazolam 0.4 mg 정도의 

용량을 혼합하는 것이 PONV의 방에 효과 일 것으로 보

인다. 한 본 연구에서 M2군의 평균 midazolam 투여량은 

술 후 첫 한 시간까지 2.1 mg/h (부하용량 1 mg 포함), 술 

후 4시간까지는 0.7 mg/h 으나, 그 이후에는 0.5 mg/h 이하

로 시간당 투여량이 비교  었음에도 불구하고 PONV 의 

빈도가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PCA장

치에서 morphine과 midazolam이 항상 같은 비율로 들어가도

록 하 으므로 midazolam의 투여량이 감소했지만 이와 동시

에 morphine의 투여량도 같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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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PCA의 morphine 1 mg 당 midazolam 0.4 mg의 

조합은 복식 자궁 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심한 진

정작용이나 호흡부  등의 부작용 없이 PONV의 빈도와 강도

를 조군에 비해 효과 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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