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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강내 Sufentanil 투여로 유도되는 소양증에 대한
Ondansetron의 예방효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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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hylactic Effect on Ondansetron of Pruritus Induced by Intrathecal Sufentanil
Won Gyoon Hwa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heon An, Korea

Background: Addition of an opioid to low-dose spinal anesthesia with bupivacaine improves the
quality and success of anesthesia. However the intrathecal opioid-induced pruritus is as high as 75%.
We hypothesized that after administeration of 8 mg of prophylactic IV ondansetron. The incidence of
pruritus induced by intrathecal sufentanil would be significantly lower than plaebo.
Methods: Forty healty full-term parturients undergoing spinal anesthesia with 7-10 mg of hyperbaric
bupivacaine and 10μg of sufentanil were randomized to receive ondansetron 8 mg (ondansetron group,
n = 20) or normal saline IV (placebo group, n = 20) before spinal anesthesia. Evaluations for pruritus
were performed every 15 min in first hour and at 1, 2, 3 hr after injection of study drugs.
Results: The incidence of pruritus was significantly more frequent in placebo group (60%) than
ondansetron group (10%)(P ＜ 0.05). Time to pruritus was similar in both group (placebo group, 52
± 13 min versus ondansetron group, 55 ± 15 min). Duration of pruritus was also similar in both
groups (placebo group, 68 ± 40 min versus ondansetron group, 58 ± 20 min).
Conclusions: Ondansetron prophylaxis significantly reduced the incidence of ontrathecal sufentanilinduced pruritus in patients undergoing cesarean section under bupivacaine spinal anesthesi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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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시간과 수술 중 마취효과 증진 및 진통기간의

서

1,2)

연장을 유도할 수 있다.

론

그러나 척수강내 sufen-

tanil 투여용량이 7.5μg 이상인 경우 소양증 발생률
척추마취시 국소마취제에 친유성 아편양제제인

이 80%로서, 오심 및 구토의 발생(40%) 비율보다

fentanyl 또는 sufentanil을 첨가함으로써 신속한 마취

훨씬 높으며,

2)

발생빈도는 용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3)

알려져 있다.

Ondansetron은 선택적 serotonin 제3형 수용체 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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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서 전신마취 환자나 화학요법 환자의 오심, 구
4)

토 예방에 사용되나,

척수강내 morphine이나 fentan-

yl 투여로 발생된 소양증에 대해서도 항소양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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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그러나 척수강내 투여

량 1 ml/min 환자요구량 1 ml, 폐쇄간격 6분, 시간당

된 fentanyl에 의해 유도된 소양증에는 ondansetron이

제한횟수 4회로 정하여 투여를 시작하였다.

7)

예방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발표도 있다.

소양증의 정도는 0: 없음, 1: 약간, 2: 중등, 3: 심

본 연구는 척추마취시 고비 중 bupivacaine과 함께

함의 4 point scale로 구분하여 척수강내 약물 투여

투여된 sufentanil에 의하여 유도된 소양증에 대하여

후 1시간 동안은 15분마다 확인하고, 그후로부터는

ondansetron의 정주가 예방효과를 갖는 지를 알아보

투여 후 1, 2, 3시간 대에 측정하였다. 환자에게는

아, 척수강내 아편양제제 투여로 인한 소양증을 효

소양증 여부를 물어보고, 부위와 증상정도, 치료를

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밝히고자 실시되

요구하는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환자가 치료를

었다.

원하면 propofol 10 mg을 정주하였다. 수술 후 통증
의 정도는 시각통증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대상 및 방법

0 mm: 통증 전혀 없음, 100 mm: 상상할 수 있는 가
장 심한 통증)으로 하여 수술 후 1, 2, 3시간 후까지

척추마취로 제왕절개술이 예정되어 있고 수술 후

측정하였다. 통계분석도 x2 test, student's t-test를 사

통증치료를 원하는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분류 1, 2

용하였고, 결과는 mean ± SD로 표시하고 P값이

등급의 산모 40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방법

0.05 미만인 경우를 의미있다고 판정하였다.

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Ondansetron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소양증과 연관된 질환

결

과

의 병력, 수술 전 소양증 호소, 간수치의 상승, 수술
전 항히스타민제 복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두 군 산모의 연령, 신장, 체중, 임신주수, 수술시
간 등은 각 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제외하였다.
환자가 수술장에 도착하면 하트만씨 용액을 500

전반적인 소양증 발생률은 대조군에서 60%, ondan-

ml 이상 빠르게 투여하였고, 산소 4 L/min를 마스크

setron군에서 10%로서, 대조군에서의 발생률이 의미

를 통하여 투여하였다. 심전도, 맥박수, 호흡수, 맥박

있게 높았고, 시간대로는 척수강내 sufentanil 주입

산소포화도를 수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

후 45분에서 2시간까지 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P

하고, 혈압은 비침습적 방법으로 5분 간격으로 측정

＜ 0.05)(Table 2).

하였다. 마취시 좌측와위 상태에서 제3-4 또는 제

대부분의 환자에서 소양증 정도는 1점 이하였으

4-5 요추간에 26 G Quincke 척추침으로 척추강을

며, 대조군에서 5명과 ondansetron군에서 1명 환자에

천자하여 뇌척수액의 흡인을 확인한 후 0.5% 고비중

게 propofol 10 mg이 투여되었다. 소양증의 발생 개

Ⓡ

heavy, AstraZeneca, Sweden) 8

시는 척수강내 sufentanil 주입 후 52 ± 13분(대조

mg과 sufentanil 10μg을 지주막하로 투여한 후 좌경

군), 55 ± 15분(ondansetron군) 나타났으며, 증상 지

사 앙와위로 전환하였다. 또한 마취직전 무작위로

속시간은 68 ± 40분(대조군), 58 ± 20분(ondansetron

bupivacaine (Marcaine

0.9% 생리식염수 4 ml (대조군, n = 20) 또는 ondansetron 8 mg (ondansetron 군, n = 20)을 정주하였다.
마취와 수술 중 수축기 혈압이 100 mmHg 이하이
거나 입실전 혈압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ephedrine 5-10 mg을 정주하였으며, 태아만출 후 oxytocin 20 IU를 정주액에 희석하여 빠르게 투여하고,
산모가 아기를 확인한 후 midazolam 2 mg을 정주하
였다. 수술이 종료된 후 마취높이가 T10 이하로 되었
을 때 정맥 통증자가조절법(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을 이용하여 butorphanol 10 mg과 ketorolac 240 mg이 혼합된 총 100 ml 용액을 기본투여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
Placebo
Ondansetron
(n = 20)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31.4 ± 4.3
30.9 ± 3.0
Height (cm)
161.5 ± 5.6 159.4 ± 6.0
Body Weight (kg)
70.4 ± 3.9
70.7 ± 5.9
Gestational week (wk)
39.2 ± 0.8
38.7 ± 0.9
Duration of operation (min) 59.2 ± 8.0
64.3 ± 7.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162

정맥마취：제 8 권 제 3 호 2004

Table 2.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Pruritus after Intrathecal Sufentanil
ꠧꠧꠧꠧꠧꠧꠧꠧꠧꠧꠧꠧꠧꠧꠧꠧꠧꠧꠧꠧꠧꠧꠧꠧꠧꠧꠧꠧꠧꠧꠧꠧꠧꠧꠧꠧꠧꠧꠧꠧꠧꠧꠧꠧꠧꠧꠧꠧꠧꠧꠧꠧꠧꠧꠧꠧꠧꠧꠧꠧꠧꠧꠧꠧꠧꠧꠧꠧꠧꠧꠧꠧꠧꠧꠧꠧꠧꠧꠧꠧꠧꠧꠧꠧꠧꠧꠧꠧꠧꠧꠧꠧꠧꠧꠧꠧꠧꠧꠧꠧ
Variable
15 min
30 min
45 min*
60 min*
2 hr*
3 h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lacebo pruritus score (n = 20)
0
20
20
10
8
12
20
1
0
0
4
8
6
0
2
0
0
5
2
2
0
3
0
0
1
2
0
0
Ondansetron pruritus score (n = 20)
0
20
20
19
18
19
20
1
0
0
0
1
1
0
2
0
0
0
1
0
0
3
0
0
1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P ＜ 0.05).

Table 3. Visual Analogue Scale for Pain after Operation
ꠧꠧꠧꠧꠧꠧꠧꠧꠧꠧꠧꠧꠧꠧꠧꠧꠧꠧꠧꠧꠧꠧꠧꠧꠧꠧꠧꠧꠧꠧꠧꠧꠧꠧꠧꠧꠧꠧꠧꠧꠧꠧꠧꠧꠧꠧꠧ
Postop
Placebo (n = 20)
Ondansetron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hr
7.4 ± 5.9
6.8 ± 6.0
2 hr
22.3 ± 14.1
23.1 ± 15.0
3 hr
21.2 ± 12.0
23.0 ± 1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 ± SD.

군)이었다.

Table 4. Side Effects
ꠧꠧꠧꠧꠧꠧꠧꠧꠧꠧꠧꠧꠧꠧꠧꠧꠧꠧꠧꠧꠧꠧꠧꠧꠧꠧꠧꠧꠧꠧꠧꠧꠧꠧꠧꠧꠧꠧꠧꠧꠧꠧꠧꠧꠧꠧꠧ
Placebo (n = 20) Ondansetron (n =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eadache
2
2
Dizziness
3
2
Hypotension
3
4
Nausea*
6
2
Vomiting*
3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 of patients. *: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P ＜ 0.05).

수술 후 통증 정도는 양 군 간 차이가 없었으며
(Table 3), 두통 등 기타 부작용 발생도 양 군 간 차
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심 및 구토 발생은 대조군에
서 의미있게 높았다(P ＜ 0.05)(Table 4).

경우 그 발생률이 39%로 감소되었다.6) 또한 이 연
구에서 소양증의 지속시간은 대조군이 55 ± 32분이
었고, ondansetron 투여군이 50 ± 31분으로 의미있

고

찰

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ondansetron 정주로 fentanyl로 유도된 소양증이 감소되기는 하나 여전히 상

척수강내 sufentanil과 국소 마취제의 병용 투여는

당수(39%)의 환자가 소양증을 호소하였으며, 이는

국소마취제 단독 투여시에 비하여 수술 중 마취효과

serotonin 수용체와 관련있는 다른 기전이 fentanyl 투여

를 높이고, 수술 후 진통기간은 연장시키는 효과를

로 인한 소양증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갖는다.3) 그러나 척수강내 아편양 제제는 소양증과

본 연구에서는 제왕절개술을 받는 만삭의 산모를

같은 부작용을 증가시키는데, sufentanil의 경막외 투

대상으로 10μg의 sufentanil을 국소마취제와 함께 척

8)

1.5－10

수강내로 투여하였고, 예방적으로 ondansetron 8 mg

μg의 척수강내 투여시는 90－100%의 소양증 발생

을 정주함으로써 60%의 소양증 발생률을 10%로 감

여시의 소양증 발생률이 30－55%인 반면,
9)

률을 나타낸다.

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ondansetron의 항오심 효과

척수강내 7－10 mg의 고비 중 bupivacaine과 25μg

는 2시간 정도 지속되었으며, 소양증 발생 개시 시

의 fentanyl을 투여하는 경우 68% 환자에서 소양증

간은 대조군 52분, ondansetron 투여군 55분으로 양

이 발생하나, 8 mg의 ondansetron 정주를 병용하는

군간 차이가 없었다.

황원균：척수강내 Sufentanil 투여로 유도되는 소양증에 대한 Ondansetron의 예방효과

Shah 등은10) 척수강내 fentanyl 25μg 단독 투여시
에는 100%의 소양증 발생률을 보이나, 여기에 2.5
mg의 ropivacaine 또는 bupivacaine을 첨가하면 85－
75%로 소양증 발생이 감소하며, 소양증은 fentanyl
투여 후 30분 내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모든 환자에서 고비 중 bupivacaine과 sufentanil이
동시 투여되며, 국소마취제 투여로 인한 소양증 감
소 효과는 알 수 없었고, 소양증 개시는 투여 후 52
－55분 정도로 상기 연구결과보다 다소 늦었다. 실제
로 척수강내 fentanyl 투여시 lidocaine (21%)보다 procaine이나 bupivacaine보다 procaine 사용시 더 심하다
11)

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비 중 bupivacaine

을 사용하여 국소마취제의 종류에 따른 소양증의 차
이를 비교해 보지 못하였다.
척수강내 아편양 제제 투여로 인한 소양증 발생의
기전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ondansetron이 척수강내 또는 경막외 morphine투여로 인한
소양증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2)

이는 척수 후각과 연수의 삼차신경 척수로에 serotonin 제3형 수용체가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이
다.

13)

14)

Fan 등은

morphine이 serotonin 제3형 수용체

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편양 수용체와는 무관한 기
전이며, 이와 같이 척수강내 아편양 제제에 의한 척
수후각과 연수의 serotonin 제3형 수용체의 직접적인
자극이 소양증 발생의 주기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ondansetron 투여로 소양증이 상당수 감소되기는 하
나 본 연구에서도 여전히 일부환자는(10%)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serotonin 수용체와는 무관한 일
부 기전이 소양증 발생에 관여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척수
강내 sufentanil 10μg과 7－10 mg의 고비 중 bupivacaine 투여 직전 예방적으로 8 mg의 ondansetron을
정주함으로써 소양증 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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