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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etween Bolus Injection and Continuous Infusion of Ondansetron on Nausea and Vomit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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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continuous infusion of ondansetron compared with bolus 

injection on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in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

  Methods: Sixty three women undergoing laparoscopic-assisted vaginal hysterectomy were randomly allocat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ondansetron administration:  bolus injection of ondansetron (8 mg) after the operation (Bolus group, n = 21); continuous 

infusion after ondansetron (8 mg) mixed to PCA (PCA 8 mix group, n = 22); and continuous infusion after ondansetron (16 

mg) mixed to PCA (PCA 16 mix group, n = 20).  The PONV were measured at 1 hr, 6 hr, 24 hr and 48 hr after operation 

and pain scores (visual analog scale, VAS) were checked.

  Results:  The incidence of PONV during 48 hr in the Bolus group (23.8%) and PCA 16 mix group (20.0%)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PCA 8 mix group (54.5%) (P ＜ 0.05).  The three groups showed similar VAS pain scores.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continuous infusion of ondansetron 16 mg is as effective as a bolus injection of 

ondansetron (8 mg) at preventing PONV in high-risk patients.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422∼6)

Key Words:  continuous infusion, laparoscopic assisted vaginal hysterctomy, ondansetron,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서      론

  술 후 통증을 제거할 목 으로 정맥통증자가조 장치의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아편양제제의 지속  투여는 오심,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복강경하 부인과 수술은 높은 

술 후 오심과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의 발생빈도를 보이며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오심, 구토 발

생빈도가 50−71%에 이른다.1,2) 술 후 오심과 구토의 방은 

ondansetron이 마취과 역에서 소개된 후 많은 마취과 의사

들에게 심을 불러왔으며 이제는 이에 한 극 인 

방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Serotonin 길항제인 ondansetron은 추신경계의 화학수용

체 방아쇠 역(chemoreceptor trigger zone)과 말 의 장계 

미주신경에 있는 5-hydroxytryptamine3 수용체에 작용하여 항

구토작용을 일으키며 부작용이 비교  어 항암제에 의한 

구토증이나 술 후 오심, 구토의 방과 치료에 리 사용되

고 있다.3,4) Ondansetron의 제거반감기는 2.8 ± 0.6시간으로 

술 후 오심과 구토를 방하기 한 ondansetron의 투여시기

에 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마취유도직 이 가장 효과 이

라는 보고도 있으며,5) 수술종료 직 ,6) 혹은 수술종료 30분 
7) 등으로 다양하며 4−8 mg 일회 정주로 48시간 동안 수

술 후 오심, 구토의 방효과가 있다고 한다.
8) 한 정맥통

증자가조  시작 에만 ondansetron 4 mg을 일회 투여하거

나 2 mg 일회 정주 후 2 mg을 정맥통증자가조 장치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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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Bolus group
(n = 21)

PCA 8 mix group
(n = 22)

PCA 16 mix group
(n = 20)

Age (yr)
Weight (kg)
Height (cm)
Duration of anesthesia (min)

 44.4 ± 4.6
 58.7 ± 8.3
159.4 ± 2.6
104.9 ± 25.2

 44.7 ± 3.3
 59.6 ± 8.5 
158.6 ± 5.4
 95.0 ± 34.8

 45.4 ± 3.6
 58.9 ± 8.3
159.7 ± 4.8
 98.6 ± 25.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Bolus group: ondansetron 8 mg bolus 
injection group, PCA 8 mix group: ondansetron 8 mg mixed to PCA group, PCA 16 mix group: ondansetron 16 mg mixed to PCA 
group.

합 투여하여도 오심, 구토의 방효과가 우수하다고 한다.9,10) 

그러나 이러한 보고들은 ondansetron의 일회 정주 시 술 후 

오심과 구토 방에 한 보고이며 일회 정주방법과 지속

주입 방법에 따른 오심, 구토 발생빈도를 비교한 논문은 찾

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교실에서는 흡연력이 없으며 술 후 정맥통증자

가조 장치를 사용하고 복강경하 질식 자궁 출술을 받는 

술 후 오심과 구토 발생의 고 험군 여성 환자를 상으로 

ondansetron을 정맥통증자가조 장치에 혼합하여 사용하 을 

때 오심, 구토에 미치는 향을 일회정주방법과 비교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상  방법

  본 의료원 윤리 원회의 승인 하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미국마취과학회 신체분류상 1, 2 에 해당하고 수술 후 

통증 리를 원하며 복강경하 질식 자궁 출술을 시행 받

는 환자 63명을 상으로 하 다. 흡연을 하거나 기존에 수

술 후 오심, 구토나 멀미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등은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Table 1).

  마취  처치로 midazolam 2.0 mg, glycopyrrolate 0.2 mg

을 수술실 도착 30분 에 근주 하 다. 수술실 도착 후 심

도, 맥박산소측정기, 비침습  자동 압계를 부착하 으

며 propofol과 remifentanil을 사용하여 목표농도조 주입기

(OrchestraⓇ, Fresenius Vial, France)로 마취유도를 시행하 다. 

Propofol은 Schnider model로 설정하여 효과처 농도 4μg/ml, 

remifentalnil은 Minto model로 설정하여 효과처 농도 4 ng/ml

로 마취유도를 시행하여 의식소실 후 rocuronium을 1 mg/kg 

주입하여 근이완을 유발하 다. 기 내 삽  후 마취유지를 

해 nitrous oxide를 추가로 사용하 으며(흡기산소분율 0.5) 

propofol과 remifentalnil의 효과처 농도는 환자의 압에 따

라 각각 3−4μg/ml, 2−4 ng/ml로 조 , 유지하 으며 호기

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30−35 mmHg가 되도록 조 호흡을 

시행하 다.

  수술 종료 후 glycopyrrolate와 pyridostigmine을 사용하여 

근 이완을 역 시켰으며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고 을 뜨

라는 명령에 환자가 반응할 시 발 을 시행하 다.

  상환자를 무작 로 3군으로 나 어 정맥통증자가조

장치 연결  ondansetron을 8 mg 일회 정주한 군을 bolus 

군, ondansetron의 일회 정주 없이 정맥통증자가조 장치에 

ondansetron을 8 mg 혼합한 군을 PCA 8 mix 군, 그리고 정

맥통증자가조 장치에 ondansetron을 16 mg 혼합한 군을 PCA 

16 mix 군으로 하 다. 무작 배정은 무작 배정순서를 

투에 넣는 방법을 사용하 다. 투는 내용이 보이지 않도

록 불투명하게 하고 피험자를 올바르게 리하기 해 

투에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게 하 으며 무작 배정표는 연

구자에게 공개되지 않게 하 다. 정맥통증자가조 장치는 

마취 종료 후 바로 연결하 으며 fentanyl 200μg, butophanol 

12 mg, ketorolac 180 mg에 생리식염수를 혼합하여 100 ml

가 되도록 하여 기본주입량(basal infusion rate) 1 ml/hr, 폐쇄

간격(lockout time) 15분, 일회 추가량(bolus) 1 ml인 일회용 

장치(Accufuser PlusⓇ, 우 메디칼, 한국)를 사용하 다.

  수술 후 1시간, 6시간, 24시간, 48시간에 각각 환자의 해

당 군을 모르는 마취과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통증의 정

도(visual analog scale, VAS, 0−10)와 오심, 구토의 유무를 

조사하 다. 오심은 환자가 속이 메스꺼워 토할 듯한 느낌

이 있다고 호소할 경우이고 구토는 내용물을 입밖으로 

토한 경우로 하 다. 한 한번이라도 오심이나 구토를 호

소한 경우는 증상의 정도에 상 없이 모두 기록하 다. 오

심이나 구토로 환자가 추가의 약제 투여를 원하는 경우에

는 ondansetron 4 mg을 정주하도록 하 다.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1.0) 통계 로그램을 이용

하여 환자의 나이, 체 , 신장, 수술시간  VAS는 one way 

ANOVA를 이용하 으며 오심  구토의 빈도는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로 비교 분석하 다.

결      과

  상 환자의 연령, 체 , 신장, 수술시간 등은 각 군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오심, 구토의 발생 빈도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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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 of Patients with Nausea and Vomiting

PONV after operation

0−1 h 1−6 h 6−24 h 24−48 h 0−48 h

Bolus group (n = 21)
PCA 8 mix group (n = 22)
PCA 16 mix group (n = 20)

4 (19.0)
7 (31.8)
3 (15.0)

4 (19.0)
6 (27.3)
3 (15.0)

0 (0)
1 (4.5)
0 (0)

0 (0)
2 (9.1)
0 (0)

 5 (23.8)
12 (54.5)*
 4 (20.0)

Values are expressed as the number (percentage) of patients. PONV: postoperative nauseaand vomiting. Bolus group: ondansetron 8 mg 
bolus injection group, PCA 8 mix group: ondansetron 8 mg mixed to PCA group, PCA 16 mix group: ondansetron 16 mg mixed to PCA 
group. *: P ＜ 0.05 compared among groups.

Fig. 1. The visual analog score (VAS) at 1, 6, 24 and 48 h 
after oper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Bolus group: ondansetron 8 mg bolus injection group, 
PCA 8 mix group: ondansetron 8 mg mixed to PCA group, 
PCA 16 mix group: ondansetron 16 mg mixed to PCA group.

간 별로 비교하 을 때 수술 후 1시간 까지는 bolus 군에

서 4명, PCA 8 mix 군에서 7명, PCA 16 mix 군에서 3명으

로 각 군간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 수술 후 6시간에는 

bolus 군에서 4명, PCA 8 mix 군에서 6명, PCA 16 mix 군

에서 3명으로 한 통계 인 유의성이 없었다. 수술 후 24

시간과 48시간에는 PCA 8 mix 군에서만 각각 1명, 2명의 

발생빈도를 나타내었고 다른 두 군에서는 한명도 없었으며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구토는 PCA 16 mix 군에서 술 후 

1시간에 1명이 발생하여 ondansetron 4 mg을 추가로 일회 

정주하 으며 다른 두 군에서는 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술 후 48시간 동안 한번이라도 오심, 구토를 경

험한 환자들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 PCA 8 mix 군에서 12

명(54.5%)으로 bolus 군 5명(23.8%), PCA 16 mix 군 4명

(20%)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PONV 발생빈도가 높았다

(P ＜ 0.05)(Table 2).

  수술 후 통증의 정도는 각 군간 시간 별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Fig. 1).

고      찰

  Propofol과 remifentanil로 마취를 유도, 유지하고 복강경하 

질식 자궁 출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상으로 술 후 통

증조  목 으로 정맥통증자가조 장치를 사용하 을 때 

ondansetron의 투여방법에 따른 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빈도

를 조사한 결과 ondansetron 8 mg을 술 후 일회 정주한 경우

와 정맥통증자가조 장치에 16 mg을 혼합한 경우에서 평균 

상치 보다 낮은 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빈도를 나타내었

다. 술 후 오심, 구토 방을 한 ondansetron의 정용량은 

4 mg 는 8 mg 일회 정주 모두 유용하다고 보고되고 있

다.11-13) 우동희 등은14) 질식  자궁 제술 환자의 정맥내 

자가 통증 조 시 ondansetron을 마취 유도 직후와 수술종료 

5분 에 각각 4 mg씩 8 mg을 정주한 경우와 각각 8 mg씩 

16 mg을 정주한 경우 그리고 수술종료 5분  8 mg을 일회 

정주한 경우 모두 술 후 오심, 구토 방에 효과 이었으나 

16 mg으로 용량을 증량해도 용량증가에 따른 오심, 구토 발

생률 감소는 볼 수 없다고 하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술 

후 오심, 구토 방을 한 ondansetron의 일회 정주 용량은 

8 mg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기

으로 일회 정주 용량을 8 mg으로 정하 다. 한 마취유도

직 , 수술종료 시 등 ondansetron의 투여시기에 따른 효과에

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9) ondansetron의 방  투여

가 술 후 오심, 구토를 완 히 없앨 수는 없지만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어 수술의 후

를 호 시킬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술 후 오심, 구토 발

생의 고 험군 환자에서 투여방법을 달리하여 ondansetron의 

일회정주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지속주입용량을 비교해보

았으며 정맥통증자가조 장치에 ondansetron 16 mg을 혼합하

여 지속정주한 군에서 수술 후 ondansetron 8 mg을 일회 정주

한 경우와 유사한 술 후 오심, 구토 방효과를 나타내었다.

  Apfel 등은16) 성별(여성), 과거력(이 의 술 후 오심, 구토

나 멀미), 흡연(비흡연자), 수술 후의 마약제제 사용 등 4가

지를 술 후 오심, 구토에 향을 미치는 험인자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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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험인자의 수가 0, 1, 2, 3, 4개인 경우에 술 후 오

심, 구토의 발생률이 각각 10%, 21%, 39%, 61%, 79%라고 

보고하 다. 한 김은진 등은17) 신마취 후 오심, 구토에 

향을 미치는 한국형 험모형을 개발하여 여성, 술 후 오

심, 구토 는 멀미의 과거력, 비흡연, 1시간 이상의 긴 수

술시간, 수술 후 정맥통증자가조 장치의 사용 등 5가지를 

주 험인자라고 하 으며 험인자의 개수가 0에서 5로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상 발생률이 12.7%, 19.9%, 29.3%, 

40.7%, 53.1%, 65.4%로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

서는 술 후 오심, 구토나 멀미의 과거력이 없는 비흡연 여

성환자들을 상으로 1시간 이상의 복강경 수술 후 정맥통

증조 장치를 사용하 으므로 이들의 기 에 맞추어 본 연

구 상 환자들의 술 후 오심, 구토의 상 발생률을 알아

보면 Apfel 등의16) 공식에서는 61%, 김은진 등의17) 공식에

서는 53.1%의 발생률을 측할 수 있다. Bolus군과 PCA 16 

mix군에서는 술 후 48시간까지 각각 23.8%와 20.0%의 술후 

오심, 구토의 발생빈도를 나타내어 ondansetron의 투여로 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빈도를 일 수 있었으나 PCA 8 mix

군에서는 54.5%의 발생빈도를 나타내어 ondansetron 주입으

로 인한 술 후 오심, 구토 방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Ondansetron을 지속 으로 주입시킨 경우와 일회 정주로 

투여한 경우와의 비교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황경일 등은18) 

척추수술을 받는 환자들에서 sevoflurane으로 마취유지 시 정

맥통증자가조 장치에 혼합한 ondansetron의 지속  주입이 

술 후 오심, 구토에 미치는 효과에서 정맥통증자가조 장치

에 ondansetron 8 mg을 섞어서 지속 주입시킨 경우 수술 후 

오심의 발생률을 감소시켰으며 ondansetron 4 mg을 신마취 

유도 직 이나 수술 종료 시에 추가로 투여하여도 지속주입

만 시킨 경우에 비하여 오심의 발생률을 일 수 없다고 보

고하 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술 후 오심, 구토 방에 효

과 인 정맥통증자가조 장치에 혼합된 ondansetron의 용량

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상 환자들의 구성과 수술의 종

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ondansetron을 일회 

정주한 군과 정맥통증자가조 장치에 혼합하여 지속 주입한 

군을 비교한 경우로 상 환자들이 술 후 오심, 구토의 발

생 험성이 높은 고 험군이고 특히 복강경하 수술을 시행 

받아 ondansetron 8 mg만을 정맥통증자가조 장치에 혼합하

여 사용한 경우에는 술 후 오심, 구토의 방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 김지애 등은19) 부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서 enflurane과 N2O로 마취유지를 하고 정맥통증자

가조 장치에 morphine 1 mg당 ondansetron 0.132 mg을 혼합

하여 투여하는 것이 ondansetron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오심 발생률을 60%에서 40%로 낮출 수 있었으며 오심의 정

도도 일 수 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morphine 1 mg당 

ondansetron 0.066 mg을 혼합하여 투여한 군에서는 ondansetron

을 사용하지 않은 군과 오심의 발생과 정도의 차이를 찰

할 수 없다고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 morphine 1 mg당 

ondansetron 0.132 mg을 혼합 투여한 군의 시간당 정맥통증

자가조  장치를 통해 투여된 ondansetron의 용량을 본 연구

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PCA 16 mix군과 유사한 용량이다. 

그러나 김지애 등의19) 연구와 본 연구의 PCA 16 mix 군과

의 오심의 발생률의 차이는 마취 약제의 차이와 통증조 목

으로 사용된 약물의 종류  용량의 차이로 생각된다.

  술 후 오심, 구토는 수술방법  마취방법에 따라서도 다

른 발생빈도를 보이며 사시수술, 편도선 수술, 유방 제술, 

갑상선 제술, 복강경을 이용한 부인과 수술 등에서 발생률

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20) 양신  등은21) 부인과  복강경 

수술 환자에서 propofol과 sevoflurane 사용에 따른 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빈도를 비교한 논문에서 propofol을 마취  과정 

동안 사용한 균형마취가 sevoflurane을 사용한 흡입마취에 비

하여 오심과 구토 발생이 수술 후 기 2시간 동안에는 유의하

게 낮다고 보고하 다. Propofol은 dopamine D2 수용체에 작용

하는 항도 민 작용, 구토 추에 한 직 인 억제, glutamate 

같은 신경성 달물질의 방출 억제, GABAA 수용체억제작용 

등 많은 항구토 기 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까지 명확히 밝

진 바는 없다.22-24) 그러나 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 험이 

높은 고 험군 환자들에서는 방효과가 있는 ondansetron과 

dexamethasone의 혼합투여 이외에도 propofol을 이용한 정

맥마취를 추천하고 있다.25) 이용철 등은26) 복강경하 담낭 제

술시 remifentanil과 fentanyl 사용이 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여 remifentanil을 사용한 경우가 fentanyl

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술 후 오심, 구토의 빈도가 더 낮다

고 하 다. 특히 술 후 1시간에서 12시간까지 remifentanil을 사

용한 경우에 오심, 구토의 발생빈도가 낮은 이유는 remifentanil

의 체내 제거 속도가 fentanyl에 비해 월등히 빠르기 때문이

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빈도가 

낮은 propofol과 remifentanil 조합을 사용하여 마취를 시행하

으며 마취과 의사에 의한 한 마취제의 선택은 수술 

후 오심과 구토를 방하는데 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각 시간 에 따른 정맥통증자가조 장치를 

통해 주입된 약제의 체용량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 연

구의 단 으로 생각된다. 환자가 일회 추가량 주입단추를 

른 횟수를 조사할 수 있으나 이 한 폐쇄간격으로 단추

를 른 횟수에 비례하여 모두 주입되지는 않으며 정맥통

증자가조 장치의 풍선의 크기로 용량을 측정하는 것 한 

정확성이 떨어져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지 못하 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서 각 시간  별로 비슷한 통증 수를 나타내

었으므로 주입용량 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정맥통증자가조 장치를 이용한 연구 시에는 이에 따

른 변수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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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술 후 오심, 구토 발생이 상되는 고 험군 환

자들에서 신마취 후 정맥통증자가조 장치를 사용 시 수술 

후 ondansetron 8 mg 일회 정주는 술 후 오심, 구토의 발생률을 

낮추는데 효과 이었으며 정맥통증자가조 장치에 ondansetron

을 혼합하여 지속주입 시에는 최소 16 mg을 혼합하여야 8 mg 

일회 정주와 유사한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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