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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술 후 발생하는 오심과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

iting, PONV)는 통증과 더불어 수술 및 마취 후에 흔히 나

타나는 부작용이며, 환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피하고 싶은 괴로운 증상이다.
1,2)

PONV는 환자에게 불쾌감

을 줄 뿐 아니라 회복실 체류 시간을 연장시키고 외래 수

술 환자의 경우 예정되지 않은 입원과 의료비를 증가시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오심과 구토

는 탈수 및 전해질의 이상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 흡인성

폐렴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3,4)

PONV를 일으키는 확실한 기전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발요인으로 성별, 나이, 비만, 흡연 상태 등의 개

인적인 요인, 마취제의 종류와 방법 등의 마취 관련 요인,

수술 종류와 수술 시간 등의 수술적 요인, 그리고 마취 전

투약, 아편양제제의 사용, 수술 후 통증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6)
일반적인 수술환자에서 PONV의 발

생률은 20-30%인 반면,
3)
복강경 수술, 두경부 수술, 복부

수술, 부인과 수술, 사시 수술, 중이 수술 등은 PONV의 발

생률이 높다.
3,6)
특히 중이수술에서 예방적 처치를 받지 않

은 경우 PONV의 발생 빈도는 55-80%로 보고하고 있다.
7-9)

이처럼 중이수술에서 PONV의 발생률이 높은 것은 수술 중

의 자극이 세반고리관과 대뇌신경을 자극하여 화학 수용체

방아쇠 역(chemoreceptor trigger zone, CTZ)에 향을 끼쳐

높은 PONV의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또한

전정기관과 삼차신경 주위에는 풍부한 5-HT3 수용체가 존

재한다.
11)

Benzodiazepine계인 midazolam은 항불안, 기억상실, 진정목

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항암제 유발 구토증이나,
12)

담낭절제술, 사시수술, 편도절제술에서의 PONV의 예방,
13-15)

또는 다른 항구토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만족할 만한 항구토 효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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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식·전 훈：중이 수술에서 Midazolam의 항구토 효과

Midazolam의 항구토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

지만, 화학 수용체 방아쇠 역에서 dopamine 억제를 증강

시키거나,
16)

5-HT3의 분비를 감소시켜 항구토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10)
따라서 저자들은 중이수술에서도

midazolam이 PONV의 예방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 으

나, 중이수술을 시행받는 환자에서 midazolam의 PONV의 예

방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신마취하에 중이수술을 받는 환자

에서 midazolam의 정주가 PONV의 예방에 미치는 향과

부작용의 발생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전신마취하에 중이수술을 시행 받는 미국 마취과학회 신

체등급 분류 1, 2에 해당하는 20-60세 사이의 환자 9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 다. 본 연구는 본원의 임상 연구 윤리위

원회의 허가를 받았고, 실험 목적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

게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아 진행하 다. 약물남용의 과거

력이 있거나 연구에 필요한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수술 전 24시간 이내에 구토를 하 거나 진토제를

복용한 환자, 임산부, 간질환, 신질환, 위장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다. 연구 대상 환자를 무작위

로 두 군으로 나누었으며 대조군(placebo group, n = 45)에는

생리식염수 10 ml, midazolam군(midazolam group, n = 45)에

는 midazolam 0.075 mg/kg을 생리식염수와 혼합하여 10 ml

를 마취에 참여하지 않은 저자들이 준비하 으며 해당 약

제에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다. 수술 전날 환자를 방문하

여 수술 후 오심과 구토의 과거력, 멀미의 과거력, 흡연력

을 문진하 다.

모든 환자에서 마취 전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propofol 2

mg/kg과 rocuronium 1 mg/kg로 마취유도를 하 고, 기관내

삽관 후 N2O 2 L/min와 O2 2 L/min, isoflurane 0.8-1.5

vol%로 마취유지를 하 다. 마취유도 10분 후, 수술 시작

전에 활력징후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실험 군을 모르는

간호사가 실험약물을 1분에 걸쳐 천천히 정주하 다. N2O

는 고막성형 10분 전에 의료용 공기로 교체하 다.
17)
수술

종료 시 근이완을 가역시키기 위해 glycopyrrolate 7μg/kg과

pyridostigmine 30μg/kg을 혼합하여 정주하 으며, 그 외에는

수술 후 오심, 구토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약제도 투

여하지 않았다. 수술 후 환자가 회복실에 머무르는 동안은

실험군을 모르는 간호사가, 병실에서는 수술 후 6, 24시간

에 실험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전공의가 방문하여 해당 시

간 동안 오심과 구토, 두통, 어지럼증, 졸음 등의 발생 여부

를 환자와 면담을 통해 조사하 다. 환자가 토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메스꺼운 느낌이 있는 경우를 구역으로, 위 내용

물이 식도와 구강을 거쳐 갑자기 입 밖으로 토출되는 현상

이 있는 경우를 구토로 판단하 으며, 위내용물의 배출이

없는 구역질(retching)도 구토로 간주하 다. 구역과 구토를

합하여 PONV라 하 다. 수술 후 항구토제 투여량을 기록

하 는데, 항구토제의 투여는 환자가 구토를 하 거나, 오

심이 지속되어 환자가 요구할 때 metoclopramide 10 mg을

정주하 다.

통증 점수는 수술 후 6시간과 24시간에 측정하 고 visual

analog scale (VAS)을 사용하여 통증이 전혀 없는 경우를 0,

가장 심한 경우를 10으로 하여 기록하 으며, VAS 통증 점

수가 3 이상이거나 환자가 진통제를 원하면 ketorolac 10

mg을 정맥 내 주사하 다.

각각의 측정치는 환자수(%)와 평균 ± 표준편차(SD)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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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 분석하 다. VAS 통증 점수와 환자정보 등의 군

간 비교는 t-test를 사용하 다. PONV와 진정, 기타 부작용

의 발생률은 Pearson's chi-square 검정을 사용했고 데이터의

수가 5 이하일 때는 Fisher's exact 검정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모든 경우에서 P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의

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환자들의 나이와 체중, 마취시간, 수술의 종류와 수술 시

Table 1. Demographic and Intraoperative Data

Placebo group Midazolam group
(n = 45) (n = 45)

Age (yr) 44.9 ± 8.5 45.9 ± 10.7

Sex (F/M) 35/10 33/12

Weight (kg) 58.5 ± 6.3 60.0 ± 9.7

Height (cm) 159.7 ± 6.3 160.7 ± 9.2

Duration of anaesthesia (min) 187.6 ± 53.3 186.9 ± 58.3

Duration of surgery (min) 164.8 ± 53.3 161.2 ± 53.1

PACU stay duration (min) 31.3 ± 7.7 33.3 ± 7.2

Type of operation performed (n)

Tympanoplasty 29 28

Mastoidectomy 16 17

Intravenous fluids
1,440.0 ± 467.6 1,437.8 ± 416.9

administered (ml)

Smoker (n) 3 4

History of motion sickness (n) 10 11

History of previous PONV (n) 1 1

Values are mean ± SD or number of patient (n). PACU: postanes-

thesia care unit, PONV: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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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수술 중 사용된 수액의 양, 회복실 체류시간 등에는 차

이가 없었다(Table 1).

PONV의 위험요소로 알려진 여자, PONV 또는 멀미의 과

거력, 비흡연자의 수는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Table 1), 수술 후 6시간과 24시간에 측정한 VAS 통증점

수 또한 군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ig. 1),

수술 후 24시간 동안 PONV의 발생빈도는 대조군에서 27명

(60%), midazolam군에서 15명(33%)으로 대조군에 비해 mi-

dazolam군에서 유의하게 PONV의 감소를 보 다. 그러나 수

술 후 24시간 동안 구토를 한 환자 수, 혹은 오심을 호소한

환자수 만을 군 간 비교하 을 때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able 2). Apfel 등이
5)

PONV의 발생빈도를 증

가시키는 위험요소로 지적한 여성, PONV의 과거력, 멀미의

과거력, 비흡연자, 수술 후 아편양제제의 사용 중 2가지 이

상의 위험요소를 가지는 환자의 수는 대조군에서 35명,

midazolam군에서 34명이었으며 PONV의 발생률은 대조군에

서 63%, midazolam군에서 35%로 midazolam군에서 유의하게

PONV의 감소를 볼 수 있었다. PONV 또는 멀미의 과거력

이 있는 환자들은 midazolam군에서 12명, 대조군에서 11명

이었고 PONV는 midazolam군에서 4명 대조군에서 7명이 발

생하 으며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수술 후 항구토제의

사용은 midazolam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 으나, VAS 점

수가 3 이상을 기록해서 진통제로 ketorolac을 투여 받은 환

자수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2). 수술과 마취 후

어지럼증이나 두통, 졸음 등을 환자들이 호소하 으나 특별

한 치료 없이 회복되었으며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Table 2).

고 찰

수술 후에 발생하는 PONV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의 하

나이며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발 요인

으로는 여자 환자와 비흡연, PONV의 과거력, 흡입 마취제

와 아편양 제제의 사용이다. 그리고 수술 종류에 따라 복강

경 수술, 두경부 수술, 복부 수술, 부인과 수술, 사시 수술,

중이 수술 등이 관련이 높으며 수술 후 통증도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6)

본 연구에서는 성별, PONV의

과거력, 멀미의 과거력, 흡연상태, 수술의 종류와 수술시간,

투여된 수액량, 수술 후 통증 등은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아산화질소에 의한 중이내압의 증가로 인한 향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막성형 10분 전 아산화

질소를 공기로 교체함으로써 아산화질소에 의한 중이내압

의 증가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군 간 PONV 발생

의 차이는 투여된 약제의 효능 차이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항구토제를 투여 받지 않은 대조군에서

24시간 동안 PONV의 발생률은 60%로 나타났으며, 이는

Liu 등이
8)
보고한 65%, Misra 등이

9)
보고한 55%와 유사하

다. 일반적인 수술 후 PONV의 발생률이 20-30%인 것에

Fig. 1. VAS pain sco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VAS: visual analog scale.

Table 2. Number (%) of Patients with Nausea and Vomiting

Placebo group Midazolam group
(n = 45) (n = 45)

0-6 h after operation

PONV 27 (60) 15 (33)*

Nausea 15 (33) 9 (20)

Vomiting 12 (27) 6 (13)

6-24 h after operation

PONV 6 (13) 1 (2)

Nausea 4 (9) 1 (2)

Vomiting 2 (4) 0 (0)

0-24 h after operation

PONV 27 (60) 15 (33)*

Nausea 15 (33) 9 (20)

Vomiting 12 (27) 6 (13)

Metoclopramide usage 17 (38) 7 (16)*

Ketorolac usage 6 (13) 5 (10)

Side effects

Headache 4 (9) 3 (7)

Dizziness 6 (13) 5 (10)

Drowsiness 3 (7) 4 (9)

Values are expressed as the number (percentage) of the patients.

PONV: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 ＜ 0.05 compared with

Placeb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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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3)
중이수술 후 PONV 발생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정

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수술과 달리 중이수

술 시 대부분 유양돌기(mastoid bone)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어 수술과정에서의 드릴 사용으로 인한 진동

등의 자극이 내이의 전정기관인 세반고리관을 자극하고 이

러한 자극이 화학수용체 방아쇠 역에 작용하여 오심 및

구토를 유발하며, 외이, 외이도, 고막, 중이, 내이를 지배하

고 있는 V, VII, VIII, IX, X번 대뇌신경의 자극, 특히 미주

신경의 자극이 화학 수용체 방아쇠 역에 향을 끼쳐

PONV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0)
이러한 화학수용체

방아쇠 역에서 dopamine, 5-HT3 등은 중요한 신경전달 물

질로 작용한다.
6)
또한 전정기관과 삼차신경 주위에는 풍부

한 5-HT3 수용체가 분포한다.
11)

Midazolam은 진정, 최면작용, 기억상실 작용, 항경련 작용

및 근육이완 작용이 있는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유도체로

물에 잘 녹으며 주사 시 통증이 없고 작용 발현과 작용시

간이 비교적 짧아 마취 전투약제, 전신마취나 부위마취 시

보조제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midazolam의 항구

토제로서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benzo-

diazepine 계열의 약제들의 구역, 구토의 치료에 효과가 있

음이 보고되면서 시작되었다.
12)
소아환자에서는 PONV의 발

생빈도가 높은 수술인 편도선제거술과 사시교정술에서도

예방적으로 투여된 midazolam과 lorazepam이 구토 발생을 줄

이는 데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14,15)

최근 Heidari 등이
13)

담낭절제술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예방적으로 투여한

midazolam 0.075 mg/kg이 대조군에 비해 PONV를 의의 있게

감소시키며 수술 후 24시간 내 추가적인 항구토제의 필요

량을 의미 있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

수술 전 불안이 PONV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

으나,
18)
여러 연구에서 수술 전 불안이 위장관 기능에 향

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19,20)

수술 전 불안이

PONV 발생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21,22)

그

러므로 midzolam의 PONV 예방 효과는 midazolam의 항불안

효과가 아닌 중추성 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22)

Mida-

zolam의 PONV 억제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

지만, 화학 수용체 방아쇠 역에서 adenosine 매개성 dopa-

mine 억제를 증강시키거나,
16)

gamma-aminobutyric acid (GABA)

수용체에 결합해서 5-HT3의 분비를 감소시켜 항구토 효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10)

본 연구에서 예방적으로 midazolam 0.075 mg/kg을 투여한

midazolam군에서 24시간 동안 PONV의 발생률은 33%로 대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수술 후 항구토제의

사용 또한 midazolam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이러한

중이 수술에서 midazolam의 PONV의 예방효과는 화학 수용

체 방아쇠 역에서의 작용과 5-HT3의 분비를 감소시켜 전

정기관에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투약은 하지 않았으며 수술 전 불안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

으나 midazolam이 마취유도 10분 후에 투여되었으므로 mida-

zolam의 항구토 효과가 수술 전 불안의 감소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Midazolam의 투여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 왔는데, Jung과 Jeon은
23)
복식 전자궁 적출술 후 정

맥 내 자가통증조절장치(PCA)에 morphine 1 mg당 midazo-

lam 0.4 mg을 혼합하여 부작용 없이 PONV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고 하 고, Sanjay와 Tauro는
24)
심장수술 후

midazolam을 0.02 mg/kg/h 용량으로 지속 주입 시 술 후 기

관 내 삽관의 기간이나 중환자실 체류 기간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ondansetron과 비슷한 항구토효과를 보 다고 하

다. Bauer 등은
22)
마취유도 전 투여한 midazolam 0.04 mg/kg

은 회복실 체류시간의 증가 없이 수술 후 24시간 동안 오

심을 의의 있게 감소시킨다고 하 으며, Splinter 등은
14)
마

취유도 직후에 midazolam을 0.075 mg/kg의 용량으로 투여하

여 수술 후 구토를 의의 있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

Kim등도
25)

midazolam 0.075 mg/kg의 용량은 마취 회복 지연

이나 심혈관계 및 호흡계 등의 부작용 없이 안전한 용량이

라고 하 다. 저자들은 PONV의 발생빈도가 높고 평균 마

취시간이 3시간 가량 되는 중이수술 환자에서 midazolam의

PONV 예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항오심 효과를 위해 사

용된 midazolam의 용량 중 과도한 진정이나 회복의 지연이

없다고 보고되는 용량 중 비교적 고용량인 0.075 mg/kg을

선택하다. 수술 전 불안 정도에 향을 미치지 않고 마취유

도 시 사용되는 약제들과의 상호작용을 배제하기 위해 마

취유도 후, 수술 시작 전에 midazolam을 투여하 으며 회복

실 체류시간의 지연이나 졸음 등의 부작용의 증가 없이 대

조군에 비해 의미 있게 PONV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Midazolam의 반감기는 1.6-2.7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러 보고에서 수술 시작 전 일회 정주된 midazolam이 수술

후 24시간 동안 항오심, 항구토 작용을 보인다고 하 는

데,
13,22)

Unlugenc 등은
26)

midazolam의 항구토효과가 진정작

용보다 오래 지속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수술 후 6시

간에서 24시간까지의 PONV의 발생률은 midazolam군에서

2%로 대조군의 13%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midazolam군에서 PONV의 발생률이 낮은 것

은 midazolam의 PONV의 예방효과가 수술 후 6-24시간에

도 지속되었으리라 생각되며 6시간 이후의 PONV의 발생률

이 낮아 midazolam의 PONV의 예방효과를 제대로 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Yeu 등의
27)
연구에서도 중이수술에 있

어 PONV가 주로 수술 후 6시간 이내의 조기에 일어나며

이후의 PONV는 드물다고 하 다.

553



대한마취과학회지：제 52권 제 5호 2007

두통, 어지럼증, 졸음 등은 수술과 마취 후 흔히 호소하

는 부작용으로 두 군 간에 발생률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

었다. Midazolam의 부작용은 심한 진정작용과 호흡저하 등

이다. 그러나 midazolam의 반감기가 짧아 평균수술 시간이

3시간 가량인 본 연구에서는 midazolam의 진정작용이 수술

후에는 많지 않았으리라 생각되고 회복실에서 환자의 의식

이 완전히 회복된 후 병실로 보내졌는데 회복실 체류시간

이 군 간 차이가 없었으며 병실에서 조사한 졸음의 발생률

또한 군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두 군 간 진정

도의 차이는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PONV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제로 항히스타민제,

항콜린제, dopamine 수용체 길항제, 5-HT3 수용체 길항제 등

이 있으나 이들 약제들 또한 추체외로 증상이나 부정맥 발

생과 같은 부작용이 있으며
6)
이중 ondansetron은 5-HT3 길항

제로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값

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28)
그러나 최근 Lee 등은

29)

ondansetron과 midazolam의 PONV의 예방 효과를 비교한 연

구에서 수술이 끝나기 30분 전에 투여한 midazolam 2 mg은

과도한 진정 등의 부작용 없이 ondansetron 4 mg과 동일한

PONV의 예방 효과를 보 다고 하 다. 따라서 항구토제로

써의 midazolam은 값이 싸고 부작용 없이 다른 항구토제와

비슷한 항구토 작용을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정

용량과 투여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전신마취하에 중이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마취

유도 후 투여한 midazolam 0.075 mg/kg은 심한 진정이나 호

흡저하 등의 부작용의 증가 없이 PONV를 효과적으로 예방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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