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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술과 마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이에 반비례하여 환자들은 수술 

후 조그만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는 안락한 마취 관리를 원하게 되었다. 특히, 수술 후 발생하는 흔한 증상 중에서 통증

과 오심, 구토에 대해 환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통증과 오심, 구토증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

행되고 있다. 

I. 통증

수술 후 통증은 대표적인 급성 통증의 하나로, 수술 중 손상된 조직으로부터 histamine, prostaglandin, bradykinin

과 같은 물질이 유리되어 nociceptor를 활성화시켜 중추신경계로 가는 통각수용 정보의 변환과 전달을 가져오고 손

상된 조직과 그 주위의 통각과민을 유발하게 된다. Nociceptor는 평소에는 high-threshold이지만 수술 시 분비되

는 다양한 염증매개물질에 의해 low-threshold로 변하면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통증은 

A-delta, C 신경섬유에 의해 척수의 dorsal horn에 도달하게 되고, 여기에서 serotonin, norepinephrine같은 통증 

조절 물질의 분비가 일어난다. 자극의 일부는 ventral, ventrolateral horn에 전달되어 척수반사반응을 유도하여 근긴

장을 일으키거나 장운동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또한, spinothalamic, spinoreticular tract을 따라 상행하여 뇌중추

에 전달되어 통증의 인지와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요소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통증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염증과 

같은 여러 생리학적 반응은 hyperalgesia, hyperglycemia, protein catabolism, lipolysis를 증가시키고 체내 수분

과 전해질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wound healing의 지연을 가져올 수 있다. 수술 후 통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통증 자극으로 인한 central sensitization과 hyperexcitability로 spinal cord와 CNS의 기능적 변화

가 일어나 수술 후 만성 통증 (chronic postsurgical pain, CPSP)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주술기에 통증에 대한 적극

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analgesic agent로는 opioids, NSAIDS, COX2 inhibitor, tramadol 등이 있다. 그 중 opioids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analgesic agent로 mu-opioid receptor를 통해 진통작용을 나타낸다. 이론적으로는 analgesic 

ceiling effect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맥, 호흡억제, 장운동 둔화 및 변비, 진정, 오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 용량에 한계가 있다. NSAIDs는 cyclooxygenase (COX) I, II를 억제시켜 염증반응을 감소시킴으로써 

말초에서 진통작용을 나타낸다. 그러나 GI mucosal damage와 platelet dysfunction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NSAIDs의 단점을 보완하는 celecoxib같은 selective COX2 inhibitor가 최근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analgesic agents는 oral, intravenous, epidural, intrathecal, perineural 등의 route를 통해 투여된다.

수술 후 통증조절에서 환자 개개인간의 진통제 요구량의 차이와 투여방법에 따른 약제 간의 혈중농도 차이, 환자가 진

통제를 요구한 후 실제로 환자에게 투여될 때까지의 시간 지체 등이 환자의 수술 후 통증치료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환자 자가조절 진통법 (patient-controlled analgesia, PCA)이

다. PCA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자신의 통증정도에 맞추어 버튼을 누름으로써 약물의 투여량과 투여 간격을 조절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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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기까지의 시간 낭비를 줄이고 환자가 직접 진통 정도를 조절함으로 우수한 진통효

과와 부작용의 감소시키는 등 편리성이 높은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IV PCA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나, 최근 

환자의 빠른 회복과 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서 epidural PCA에 의한 통증 조절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Epidural PCA는 IV PCA보다 적은 양의 opioid로 더 효과적인 진통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저혈압, fluid 

overload를 초래할 수 있으며, failure rate가 높고, catheter insertion site에 infection과 hematoma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간담췌 수술 환자들은 다른 개복 수술 환자들과는 달리 수술 후 coagulopathy의 발생률이 50%

이상 높기 때문에 epidural hamatoma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epidural PCA를 

대신할 수 있는 intrathecal analgesia, continuous local anesthetic wound infiltration, paravertebral block, 

interpleural analgesia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담낭 수술은 대개 복강경으로 시행된다.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받는 환자 중 80%가 중증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며, 그 중 일부는 CPSP로 발전하기도 한다.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입원 기간 역시 길지않아 PCA

로 인한 통증 조절을 시행하기에 cost effective하지 못하다. 최근에는, anticonvulsant인 pregabalin을 수술 전 투여

한 환자에서 수술 후 통증과 opioid consumption이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되면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II. 수술 후 오심/구토 (Postoperative nausea & vomiting, PONV)

PONV는 일시적이고 저절로 치유되며 생명에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괴롭고 불쾌한 증상으로, 환자에게 정신적, 육체

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증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부위 파열, 안압증가, 뇌압증가, 탈수와 전해질 이상, 흡

인성 폐렴까지 일으킬 수 있다. 환자에 따라서는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증상이고,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

더라도 예방하고 싶다는 환자들도 많이 있다.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의 확대, 마취제 및 마취방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PONV의 발생빈도는 아직까지 20~30%로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80% 이상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치료에 잘 반응

하지 않는 심한 경우는 0.1%에서 나타난다. 

PONV 발생 기전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생한다. Brain 

chemoreceptor zone, GI 시스템으로부터 자극은 vagal mucosal pathway, 역겨운 냄새나 맛 등에 의한 자극은 

대뇌 반사 반응, 전정기기관으로부터 neuronal pathway, 그리고 midbrain afferent로 전달된 자극은 cholinergic 

(muscarinic), dopaminergic, histaminergic, serotonergic receptor를 통해 brain medulla의 lateral reticular 

formation에 있는 PONV center를 자극하여 PONV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PONV는 발생기전이 명확하게 밝혀

져 있지 않고, 관여하는 수용체도 다양하고, 유발하는 원인도 많다. 그러므로 PONV를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어렵다. 임상에서는 PONV를 잘 일으키는 유발인자들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한 적절한 마취 관리가 PONV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Apfel 등은 PONV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독립적인 예측 인자로 1) 젊은 여성, 2) PONV 과거력이 있거나 평

소 멀미를 하는 경우, 3) 수술 후 opioid 사용, 4) 금연을 정의하였다. 이 네 가지 위험요소 중에서 0, 1, 2, 3, 4가 있

을 경우 PONV 발생률은 각각 10%, 20%, 40%, 60%, 80%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흡입마취제, N2O의 

사용, 복강경수술, 복강내 수술, 유방절제술 등 마취, 수술적인 요소들이 PONV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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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V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부위마취로 가능한 수술은 부위마취를 먼저 생각한다. 2)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 항구토효과가 있는 propofol을 사용한다. 3) hydration을 충분히 한다. 4) 수술 중과 수술 후 

opioid 사용을 최소화한다. 5) 수술 종료할 때 neostigmine 사용을 최소화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적 항구토제 사

용이 필요하다. 예방적 항구토제로는 dexamethasone, anti-serotonin agents, metoclopramide, neurokinin-1 

antagonist, metoclopramide, haloperidol, transdermal scopolamine 등이 있다. 예방적 항구토제 치료를 결정

하려면 먼저 PONV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Apfel 등의 모델로 예측한 결과, PONV 발생 위험이 낮

은 환자는 원칙적으로 항구토제를 투여하지 않고 PONV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줘도 된다. PONV 발생

이 중증도인 환자는 PONV 예방 기본 수치과 함께 항구토제 사용을 추천한다. 주로 monotherapy를 추천하나, 경우

에 따라서는 병용투여하기도 한다. PONV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는 복합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작용기전이 다

른 항구토제를 2-3개를 함께 투여한다. 병용투여는 단독투여에 비해 예방 효과가 좋으면서 부작용 발생을 줄일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여러가지 조합의 항구토제 병용투여가 추천되고 있는데, 그 중 dexamethasone + anti-serotonin 

agent 병용투여가 가장 효과적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PONV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ONV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된 약물과 다른 요인들의 먼저 고려해

야 한다. Opioid 사용 유무, 장폐색이 있는지 등의 원인이 배제된 후 약물 치료를 해야한다. 예방적 치료를 받지 않았

던 경우에는 anti-serotonin agent를 사용한다. PONV 예방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는 수술 후 6시간 이내에 PONV

가 발생하였다면, 같은 약제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종류의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PONV 예방을 

받은 환자에서 6시간 이후에 PONV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dexamethasone과 scopolamine만 제외하고 어떤 약

제를 사용하여도 좋다. 예방과 마찬가지로 병용투여가 단독투여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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