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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선 절제술 후 구토에 대한 Dexamethasone 단독 요법과
Dexamethasone과 Ondansetron 병합 요법의 효과 비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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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Dexamethasone Alone, versus Dexamethasone Plus
Ondansetron on Postoperative Vomiting in Children Undergoing Tonsillectomy
Jong Yeon Lee, M.D., Ji Hoon Kim, M.D., and Chung Hyun Park, M.D.
Department of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Pochon CHA University, Pocheon, Korea

Background: Postoperative vomiting (POV) is common problem following tonsillectomy in children.
We compare the effect of adding ondansetron to dexamethasone on POV after tonsillectomy.
Methods: Seventy eight children 2-15 years of age undergoing tonsillectomy were studied. Thirty
seven children were randomly assigned to receive 0.1 mg/kg up to 5 mg dexamethasone (Group D)
and 41 children were received the same dose of dexamethasone plus 0.05 mg/kg of ondansetron (Group
OD). All patients were assessed for the incidence of POV and adverse effect (headache, dizziness,
sedation, constipation) at recovery room (0 to 1 h) after surgery and 12 h, 24 h after surgery.
Results: The incidence of POV in Group D was 16.2% (6/37) compared with 2.4% (1/41) in Group
OD at recovery room after surgery (P ＜ 0.05).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incidences of POV
at 12 h, 24 h after surgery between two groups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dverse effects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s: The combination of dexamethasone and ondansetron is more effective than dexamethasone alone in reducing the incidence of POV at recovery room after surgery in children undergoing
tonsillectom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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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술 후 오심과 구토의 발생률은 40-73%에 이른

서

1-3)

다고 보고되었다.

론

심한 오심과 구토가 지속될 경

우 창상파열과 함께 혈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도
수술 후에 흔히 나타나는 오심과 구토(PONV)는

반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폐흡인이

불유쾌한 경험이다. 특히 이비인후과 환자의 편도선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오심과 구토의 발생
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과 약물들이 계속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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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약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항구토제이다.
수술 중 사용할 수 있는 항구토제로는 dexamethasone과 ondansetron이 있다.
Dexamethasone은 항구토 효과가 있는 약물로 제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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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가 약 3시간, 작용시간이 약 48시간 정도이다.

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기관내삽관 후 위내에

편도선 절제술 중 dexamethasone을 사용한 경우, 술

차있는 가스를 빼내기 위해 위장관으로 카테터를 넣

후 오심과 구토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어 공기를 흡입하였다. 마취 유지는 산소 2 L/min와

4,5)

최근 성인에서 사용되는 dexametha-

아산화질소 2 L/min, sevoflurane 1.5-2.5 vol%를 이

sone의 용량은 8-10 mg이고, 소아에서는 0.1-0.15

용하였다. D군은 마취유도 직후 dexamethasone 0.1

보고되었다.

6)

mg/kg 정주법이 사용되고 있다.

mg/kg을 정주하였고, OD군은 마취유도 직후 dexa-

Ondansetron은 강력한 선택적 5-hydroxytryptamine

methasone

0.1 mg/kg을

정주하였고 수술종료 후

(5-HT3) 수용체 길항제로서 화학요법 환자의 항구토

ondansetron 0.05 mg/kg을 정주하였다. 기계적 환기는

치료를 위하여 먼저 사용되어 왔으며, 방사선 치료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이 35-40 mmHg로 유지되도

후 오심 구토나 수술환자의 PONV 치료에 효과적임

록 조절하였고, 수술종료 후 pyridostigmine 0.2 mg/kg

이 증명되었다.

7,8)

용량은 대개 저용량(50μg/kg)에서

고용량(150μg/kg)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8)

현재 한 가지 항구토제 단독사용에 대한 대안적

과 glycopyrrolate 0.004 mg/kg으로 근이완 상태를 길
항 하였다. 수술 후 환아를 회복실로 옮기고 1시간
동안 회복실에서 구토 여부를 관찰하였다. 수술 후

접근으로 두 가지 약제의 병합 사용에 대한 시도가

12시간과 24시간에 병실로 환아를 방문하여 각각 12

이루어 지고 있다. 사시 수술을 받는 환아에 있어서

시간까지 그리고 12시간 이후부터 24시간 까지의 구

dexamethasone 단독 사용요법보다 dexamethasone과

토 여부와 횟수를 조사하였다. 구토 판단 기준으로

ondansetron의 병합 사용요법이 PONV의 발생률을

는 액체 또는 고체의 위내용물의 배출이 있는 경우

23%에서 5%로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를 구토로 정의하였고 위내용물의 배출이 없는 구역

있다.9)

질(retching)은 구토로 간주하지 않았다. 환아가 구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신마취하에 편도선 절제

가 심할 경우 propofol 10-20 mg을 정주하였고 회

술을 받은 환아에서 dexamethasone 단독 투여와 de-

복실에서 통증이 심할 경우 ketorolac 0.5 mg/kg을 정

xamethasone과 ondansetron의 병합 투여가 술 후 구

주 하였다. Dexamethasone 투여로 인한 합병증을 조

토의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사하기 위해 수술 후 상처감염과 상처 회복 지연 여
부를 퇴원 직전, 퇴원 후 이비인후과 외래 내원시

대상 및 방법

기록하였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와 백분율로 표시하

전신 마취하에 편도선 절제술이 예정된 2세에서

였고 SPSS 10.0 (SPSS. I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

15세 환아 74명을 대상으로 병원 윤리위원회의 승인

였고, 각 군 간의 환자 특성, 수술시간, 마취시간은

하에 환아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unpaired t-test로 각 군의 구토 비교는 Chi-square test

후 시행하였다. 모든 환아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

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값이

등급 분류 1, 2에 속하였다. 수술 후 오심과 구토의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과거력이 있거나 차멀미, 위장관계 질환, 스테로이드
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수술 24시간 전에 항

결

과

구토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관내삽관을 두 번 이상 시도한 환자도 대상에서

대상 환아 수와 연령, 성별 분포, 체중, 마취 시간,

제외하였다. 무작위로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누어

수술 시간은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dexamethasone 단독 투여군(D군, 37명)과 dexametha-

없었다(Table 1).

sone과 ondansetron 병합 투여군(OD 군, 41명)으로 분
류하였다.

구토 발생빈도는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1시간 동
안 D군에서 구토는 16.2% (6/37)인데 비해 OD군에

모든 환아에게 마취 유도 직전 glycopyrrolate 0.004

서 구토는 2.4% (1/41)였다. 수술 후 12시간에는 D군

mg/kg을 정주하였고 thiopental sodium (5 mg/kg),

에서 구토는 0%였고 OD군에서 구토는 2.4% (1/41)

atracurium (0.5 mg/kg) 및 fentanyl (2 ug/kg)를 정주한

였고, 수술 후 24시간 후에는 두 집단 모두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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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Data
ꠧꠧꠧꠧꠧꠧꠧꠧꠧꠧꠧꠧꠧꠧꠧꠧꠧꠧꠧꠧꠧꠧꠧꠧꠧꠧꠧꠧꠧꠧꠧꠧꠧꠧꠧꠧꠧꠧꠧꠧꠧꠧꠧꠧꠧꠧꠧꠧ
Group D
Group OD
Group
(n = 37)
(n = 4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8.6 ± 3.0
9.4 ± 2.4
Sex (M/F)*
21/16
18/23
Weight (kg)
27.9 ± 10.6
29.7 ± 10.1
Duration of
40.0 ± 13.9
41.2 ± 17.8
surgery (min)
Duration of
61.8 ± 15.4
61.8 ± 17.9
anesthesia (mi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f patients.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Group D: received dexamethasone 0.1 mg/kg,
Group OD: received dexamethasone 0.1 mg/kg combined
with ondansetron 0.05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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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verse Events
ꠧꠧꠧꠧꠧꠧꠧꠧꠧꠧꠧꠧꠧꠧꠧꠧꠧꠧꠧꠧꠧꠧꠧꠧꠧꠧꠧꠧꠧꠧꠧꠧꠧꠧꠧꠧꠧꠧꠧꠧꠧꠧꠧꠧꠧꠧꠧꠧ
Group D
Group OD
Group
(n = 37)
(n = 4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eadache
3
4
Dizziness
1
2
Sedation
2
3
Constipation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Group D: received dexamethasone 0.1 mg/kg, Group OD:
received dexamethasone 0.1 mg/kg combined with ondansetron 0.05 mg/kg

회복실에 머무르는 환자의 10%에서, 술 후 첫 24시
10)

간동안 30%에 이른다.

특히 편도절제술을 시행 받

는 소아의 경우 PONV의 고위험군에 속하며 그 발
Table 2. Incidence of Postoperative Vomiting
ꠧꠧꠧꠧꠧꠧꠧꠧꠧꠧꠧꠧꠧꠧꠧꠧꠧꠧꠧꠧꠧꠧꠧꠧꠧꠧꠧꠧꠧꠧꠧꠧꠧꠧꠧꠧꠧꠧꠧꠧꠧꠧꠧꠧꠧꠧꠧꠧ
Group D
Group OD
Group
(n = 37)
(n = 4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omiting
Recovery room
6 (16.2%)
1 (2.4%)*
12 h
0
1 (2.4%)
24 h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 0.05 compared with group D, Group D: received
dexamethasone 0.1 mg/kg, Group OD: received dexamethasone 0.1 mg/kg combined with ondansetron 0.05
mg/kg, Recovery room: 0 to 1 h at recovery room after
surgery, 12 h: 1 h to 12 h at ward, 24 h: 12 h to 24 h
at ward.

생율은 40-73%에 이른다.

1-3)

수술 후 구토는 봉합

부위에 긴장(tension), 수술부위 출혈, 입원기간의 연
장, 수액 및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비용의 증가를
11)

초래할 수 있다.

편도선절제술 후 발생하는 PONV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자로 크게 수술적, 마취적, 환자적 요인이 있
12,13)

을 수 있다.

수술적 요인으로는 수술 중에 삼차

신경의 자극과 식도, 위, 소장 등에 존재하는 화학수
용체를 자극하는 삼켜진(swallowed) 출혈 등이 있다.
마취적 요인으로는 기관내삽관, 마취유도 약제들, 흡
입마취제, 아산화질소 그리고 아편양제제 등이 있다.
위 요인들에 의해 PONV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위 요인들이 편도선절제술을 시행하는데 관련된 것
들이다. 환자적 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PONV나 차

토가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술 직후 회복

멀미의 과거력 등이 있다. 나이의 경우 어릴 수록

실에서 1시간 동안 구토 발생빈도는 D군에 비해

PONV의 발생률이 더 낮다고 되어 있다. 성인의 경

OD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Table 2).

우 여성에서 PONV의 발생률이 더 높지만 아이들의

Dexamethasone 투여로 인한 수술 후 상처감염과

경우에서는 명백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13)

상처 회복 지연 등 합병증은 두 집단 모두에서 없었

일반적으로 PONV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토를 적

고, ondansetron 투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두

게 유발하는 마취 전 투약, 마취제와 마취방법을 선

통, 오한, 졸리움, 현기증, 진정, 변비 등은 D군과

택하고 예방적 항구토제를 사용하고 있다. 항구토제

OD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

는 화학수용체 유발 영역(chemoreceptor trigger zone,
CTZ) 내에서 구토에 관여하는 수용체에 길항적으로

고

찰

작용하여 구토중추로 가는 구토유발신호를 봉쇄함으
로써 진토효과를 나타낸다.

수술 후 오심과 구토(PONV)의 발생률은 수술 후

14)

현재까지 오심과 구토

는 dopamine (D2), 5-HT3 (serotonin), histamine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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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arinic (M1) 수용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

를 발견하지 못했다.6)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상처

져 있으며, 아직까지 위 수용체를 모두 봉쇄하거나

감염과 상처 회복 지연 여부를 퇴원 직전, 퇴원 후

이들 수용체에 최종적으로 작용하여 구토중추를 봉

이비인후과 외래 내원시 기록하였고 위와 같은 부작

쇄할 수 있는 약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14,15)

현재 항구토제로 쓰이는 약제로는 droperidol, metoclopramide, dexamethasone, ondansetron 등이 있다.
Dexamethasone은 PONV 방지에 효과가 있는 안전
한 약물이다.

6)

Dexamethasone이 PONV를 억제하는

용이 발생된 경우는 없었다.
Ondansetron의 부작용으로는 두통, 현기증, 진정,
변비, 혈청 transaminase와 bilirubin치의 증가 등이 있
지만 그 발생률이 적어 임상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2)

본 연구에서 위의 부작용이 발생했지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prostaglan-

만 그 수가 미미하였고 dexamethasone만을 사용한

din 합성을 중추에서 억제함으로써 항구토효과를 나

집단과 비교했을 때 부작용 발생빈도의 유의한 차이

타낸다는 가설이 있다.

16)

Dexamethasone은 편도선 절

제술을 시행 받는 소아에서 PONV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4,5)
Ondansetron은 위장관의 구심성 미주신경에서 5-HT3
수용체의 탈분극을 억제시키고 CTZ에 직접 작용하

가 없었다.
소아에서는 ondansetron이 졸리움 증상이나 추체
외로 증상 등이 거의 없어 조기 퇴원이 가능하고
droperidol과 metoclopramide에 비하여 PONV를 예방
하는데 우수하다고 보고되었다.

23)

여 세포 독성 약물에 의해 분비되는 화학 매개물에

Dexamethasone은 제거 반감기가 약 3시간, 작용시

의한 오심성 효과를 차단하여 오심과 구토를 억제하

간이 약 48시간 정도이므로 특히 늦게 나타나는 오

며,

17)

PONV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
17)

24)

심과 구토의 억제에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는데

본

편도선 절제술을 시행받는 소아에서의

연구에서 수술 후 12시간, 24시간에 POV가 거의 발

PONV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

생하지 않은 점과 일치하였다. 이 연구의 ondanse-

져 있으며,
8,18)

었다.

tron과 dexamethasone 병합 투여군에서 수술 직후 발

이렇게 편도선 절제술을 시행받는 소아에서 PONV

생하는 POV의 예방효과가 dexamethasone 단독 사용

의 예방에 효과적인 약물인 dexamethasone과 ondan-

군보다

setron을 병합 사용 시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ondansetron의 작용 발현시간이 빠르기 때문이라 추

는 가정을 하고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런 병합

측된다. 따라서 ondansetron의 이와 같은 특성이 수술

사용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

직후에 발생하는 POV의 예방에 효과적이고, 반감기

인이 있다. 첫째, corticosteroids는 전구물질인 trypto-

가 길어 작용시간이 더 긴 dexamethasone은 그 후에

phan을 고갈시키므로 신경 조직의 5-hydroxytrypto-

발생하는 POV의 예방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19)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둘째, corticosteroids의 항염증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발생하는 오심에 대해 언

작용이 내장에 있는 serotonin의 분비를 감소시키

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5세 미만의 환아에서 오

며,20) 마지막으로 dexamethasone이 약리학적 수용체

심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혹은 다른 증세가 있는

를 감작시킴으로써 다른 항구토제들의 효과를 증강

지 환아를 관찰하여 오심을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phan을 감소시키며,

21)

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dexametha-

sone과 ondansetron의 병합요법이 POV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일치하고 있다.

오심의 판단을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은 정확하지 않
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편도선 절제술을 시행받는 환아에서
전신마취 유도 후 dexamethasone 0.1 mg/kg과 ondan-

Dexamethasone의 부작용으로는 염증 발생과 염증

setron 0.05 mg/kg의 병합요법이 dexamethasone 0.1

악화, 수술 상처치유 지연, 위점막의 표재성 궤양,

mg/kg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수술 직후에 발생

그리고 부신 억제 등이 있지만 일회투여의 dexame-

하는 구토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thasone 용량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

생각한다.

물고, 다양한 논문 검색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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