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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s: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usage and preparation for
bronchodilators on lung function and safety among patients with bronchial asthma.
Method: A total of seven adult asthma patients were recruited from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K City in Korea. The participants took inhaled medication by a nebulizer with
two different methods: (1) mixing pratropium bromide with salbutamol, (2) separate
delivery of ipratropium bromide and salbutamol. The participants performed lung function
testing before and after a nebulized treatment. Prepared brochodilators were kept either in
room air or under refrigeration through the 1st to 30th days. Results: Pre and post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 of the predicted value were 44.86% and 46.57%,
and variance was 4.73% in the mixed method. Pre and post predicted FEV1 were 43.57%
and 46.37%, variance was 7.67% in the separate metho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methods of nebulized bronchodilator (p=.482). There
was no evidence of bacterial growth on both of room air and refrigeration through the
tim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further investigation, given the limitations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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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 which participants were very severe asthmatic patients and sample size was
small.
Key words : Bronchial asthma, Pulmonary function, Bronchodilator, Safety

Ⅰ. 서 론

혹은 증상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정
규적으로 처방된다. 기관지 확장제는 주로
nebulizer를 통해 흡입되는 방식으로 투여되는

1. 연구의 필요성

데, nebulizer는 약제를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
기관지 천식(이하 천식)은 기도 환기장애를

말단 기관지와 폐포까지 도달시켜 경구약제에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다(천강일, 2007).

비해 빠른 기관지 확장효과를 가져온다(김영

천식은 다양한 자극에 대한 기관지 반응의 증

균, 2006).

가를 특징으로 하며, 생리적으로는 저절로 혹

기관지 확장제 중 Ipratropium bromide(Atro-

은 치료에 의해 해소되는 기도의 광범위한 수

vent)와 Salbutamol(Ventolin)은 천식환자의 호

축이 나타나고, 임상적으로는 발작적인 호흡

흡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쓰인다. Ipratropium

곤란, 기침 및 천명이 나타나는 기도질환이다

bromide(Atrovent)는 항콜린성제제로서 무스카

(Harrison, et al, 2005).

린성 항콜린성 수용체를 차단하여, 기관지수

천식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30년간 증

축의 원인이 되는 폐의 평활근수축과 점액분

가 추세이며, 한국에서의 연구들도 이와 같이

비를 막아서 기관지 확장작용을 나타낸다

증가 추세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

(Baigelman, Chodosh, 1977). salbutamol(Ventolin)

의 천식 유병률은 2 ～13%로 보고되고 있다.

은 β2 아드레날린성 효능제로서, cAMP를 증

이처럼 한국은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의 관리

가시켜 마이오신을 인산화시키고 칼슘이온의

에 있어서 중요한 공공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농도를 낮추어 근육을 이완시킨다(Boehringer

되었다(Cho, Park & Daniel, 2006).

Ingelheim Pharmaceuticals, 2001). 이들 두 약

치료는 호흡재활치료, 산소요법, 수술요법,

제는 혼합사용 시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는 효

환경요법, 면역요법과 같이 증상 혹은 합병증

과가 커지므로 두 약제가 동시에 처방되는데,

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증요법

투약설명서는 약제를 0.9% P/S에 희석하여 사

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약제요법이 가

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약제의 투약방법을

장 일반적으로 쓰인다(Anwar, 2008). 약제요

정확하게 지침하고 있지 않다. 두 약제가 처방

법은 증상을 예방 및 조절하고 발현빈도와 악

된 경우 정확한 투약방법에 관한 지침이 없기

화의 심각성을 낮추어 건강상태와 운동부하를

때문에 임상에서는 각각 별개로 투약하거나

향상시킨다. 그 중 기관지 확장제는 기관지와

동시에 혼합하여 투약하는 방법이 공존하고

세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약제로 증상완화를 위

있다.

한 약제요법에 있어 효과적이며(GOLD, 2010),

또한 안전성에 있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기도저항감소와 폐로 가는 기류를 증가시켜서,

병원감염에 대한 선행 논문의 문항 중 호흡치

지속적이거나 악화되는 증상의 완화를 위해

료 시 사용되는 앰플 약은 무균적으로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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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뽑고 24시간 이내에 사용한다는 문항에 지

mol (Ventolin)을 투여방법에 따라 약제를 조

식점수가 3.93점/4점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

제한 후 각각 실온 혹은 냉장 보관하여 세균

고 실천점수는 3.39점/4점으로 나타났고, 모든

발생여부를 비교하고자 한다.

혼합 수액은 제조 후 6시간 내에 사용하고 지
연되면 냉장 보관한다는 문항에서는 지식 점
수 3.79점/4점, 실천정도 3.39점/4점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간호사들이 호흡기계 약제와 관

3. 용어의 정의
1) 기관지 천식 환자

련된 병원감염의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광주시 소재 C대학병원의 알러지내과 병동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인지한 만큼 지켜지지

에서 입원 중인 천식환자로서, 본 연구 참여에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자, 조정민, 2004).

동의했고 Atrovent와 Ventolin 두 가지 기관지

바쁜 간호사의 업무로 인해 약제의 보관이 제

확장제를 모두 처방받은 자를 의미한다.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불이

2) 기관지 확장제 사용법

행이 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ipratropium bromide(Atrovent)와 salbutamol(Ventolin)을 병용으로 사용
한 방법과 별개로 사용한 방법 중 폐기능의

본 연구에서는 기관지 확장제의 투여 방법
과 그에 따른 보관 시간 및 환경을 반영한 사
용법으로서 정의한다.
․기관지 확장제 투여 방법

본 연구에서는 Atrovent와 Ventolin 두 기

개선에 더 효과적인 기관지 확장제 사용법을

관지 확장제의 병용투여와 별개투여로 구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약제준비 시, 두 가지의

하여 사용한다.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방법에 따라 조제한 후

－ 병용투여 : Atrovent와 Ventolin, 0.9% P/S

보관시간 및 환경에 따른 주사기 내의 세균발

를 대상자 처방에 따라 한 주사기에 혼

생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합한 것을 의미한다.
－ 별개투여 : 대상자의 처방에 따르되 Atr-

2. 연구목적

ovent와 Ventolin을 두 개의 주사기에 각

본 연구는 ipratropium bromide(Atrovent)와
salbutamol(Ventolin)의 두 가지 기관지 확장제

각 0.9% P/S와 혼합한 것이다.
․보관 시간 및 환경

의 투여 방법에 따라 약제를 조제한 후 보관

－ 보관 시간 : 약제 제조 후로부터의 보관

시간 및 환경에 따른 주사기 내의 세균발생여

한 시간을 의미한다.

부를 확인하여 기관지 확장제 사용법에 따른

－ 실온보관 환경 : 병동 처치실 내에 보관

폐기능 및 안전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냉장보관 환경 : 병동 처치실 내의 냉장

첫째,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ipratropium bromi-

고에 보관한 것을 의미한다.

de(Atrovent)와 salbutamol(Ventolin)을 두 가지
약제의 병용․별개 투여에 따른 FEV 1 의 변화

3) 폐기능
사전․사후의 1초 간 강제호기량(forced exp-

를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ipratropium bromide(Atrovent)와 salbuta-

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 1)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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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변이성을 보는 것으로, FUKUDA SANGYO

명의 대상자 중 중도탈락자 1명을 제외한 7명

사의 SpiroAnalyzer ST-95제품인 spirome-tery

이 최종 대상자였다.

를 이용하여 얻은 폐기능 검사 수치를 의미한
다.

3. 연구도구

4) 안전성

1) 폐기능검사 (FEV1)
FUKUDA SANGYO사의 SpiroAnalyzer ST-95

기관지 확장제 사용법이 주사기 내의 약제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기관

제품인 spirometery를 이용하여, 1초간 강제호

지 확장제 투여 방법에 따라 제조한 약제로부

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터 추출한 검체의 세균배양검사를 통한 세균

FEV1)을 통해 실험 전․후의 폐기능을 비교

발생여부를 뜻한다.

한다.
2) 세균배양검사
HANIL KOMED사의 Blood agar(이하 BAP),

Ⅱ. 연구방법

Chocolate agar(이하 CHOC)에 추출한 약제를
세균배양검사를 통해 세균 발생여부를 파악한

1. 연구의 설계

다.

본 연구는 천식환자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
여방법에 따른 폐기능 검사 수치를 비교하고,

4. 자료수집절차

약제 조제 후 보관시간 및 환경에 따른 안전
성을 비교하고자 하는 실험설계이다.

해당 병동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2011년
7월 12일에 병동으로부터 연구승인을 얻었다.
연구 승인 후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2. 연구 대상

동안 알러지내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 대상

연구 대상자는 2011년 8월 16일부터 11월

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

3일까지 광주시 소재 C대학병원의 알러지내

였다. 연구자 1인이 대상자의 처방에 따라 24

과 병동에서 입원중인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시간을 간격으로 대상자의 병실에 방문하여

하였다.

총 2일 동안 동일 대상자에게 기관지 확장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의 병용투여와 별개투여 방법을 각각 실시하

첫째, 20세 이상 성인 남녀.

고 각 방법 전․후 폐기능 검사 결과를 얻었

둘째, 기관지 확장제를 분무요법(nebulizer)

다. 첫째 날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에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준비한 2가지의 약제를 병

하는 자.
셋째, Ipratropium bromide(Atrovent)과 Salbu-

용투여 하였고, 직후에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

tamol(Ventolin)의 두 가지 기관지 확장제를

였다. 둘째 날, 24시간 후에, 첫째 날과 동일한

처방받고 있는 자.

대상자에게 두 가지 약제를 별개 투여 전․후

넷째,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한 자.

폐기능검사를 측정했다. 각각의 폐기능검사는

본 연구 기간 중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8

3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값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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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안전성 검사는 기관지 확장제를 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가지 투여방법에 따라 약제를 조제한 후, 실

(N=7)

온․냉장 보관하고, 2011년 8월 31일부터 9월

Characteristics

29일까지 30일 동안, 1일 1회 보관 환경에 따

N or Mean±SD

Gender

른 검체를 Blood agar(이하 BAP), Chocolate

Male

2

agar(이하 CHOC)에 채취하였다. 조제일로부

Female

5

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균발생여부를 C병
원의 미생물검사실에 배양검사를 의뢰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Age (year)

64.57±8.81

>65

2

≤65

5

Body mass index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

22.76±3.76

Low (>18.5)

0

하여 통계처리하며,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은

Normal (18.5~23)

4

다음과 같다.

Overweight (23~25)

3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

Length of disease (year)

용하였다.
2) 투여방법에 따른 폐기능 검사수치비교는
사전․사후 변이성의 차이를 Mann-Whitney U

3.58±3.30

≤2

3

3-5

3

>5

1

검정을 이용하였다.
며, 변이성은 4.73%이었다. 두 가지 기관지 확
장제를 별개투여한 경우, 투여 전의 폐기능은

Ⅲ. 연구결과

예측치의 평균 43.57%였고, 투여 후에는 예측
치의 평균 46.37%였으며, 변이성은 7.67%이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었다. 병용 투여보다 별개 투여의 변이성이 높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체
질량지수(BMI) 및 이환기간을 조사하였다. 대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482) <Table 2>.

상자는 총 7명 중 남자가 2명(29%), 여성 5명
(71%)이었다. 연령의 평균은 64.57세였고 65세

3. 기관지 확장제 사용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

이하는 5명(71%), 65세 초과는 2명(29%)이었
다. BMI는 평년 이하는 3명(43%), 3-5년은 3명
(43%), 5년 초과는 1명(14%)이었다 <Table 1>.

2. 기관지 확장제 사용법에 따른 폐기능 검사

2011년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30일
동안 두 가지 기관지 확장제를 병용과 별개투
여 방법으로 조제 후 보관시간과 환경에 따른
세균발생여부를 확인한 결과, BAP와 CHOC
의 두 가지 배지 모두에서 실험 1일째부터 30

두 가지 기관지 확장제를 병용투여한 경우,

일까지 병용과 별개의 두 가지 투여방법과 실

약물 투여 전의 폐기능은 예측치의 평균 44.86%

온과 냉장보관의 두 가지 환경에서 세균이 전

였고, 투여 후에는 예측치의 평균 46.57%였으

혀 검출되지 않았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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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ulmonary Function Test according to the Methods of Bronchodilator Use (N=7)
Mixed method
(Mean±SD)

Separated method
(Mean±SD)

p

pre

post

Variance

pre

post

Variance

44.86±25.02

46.57±25.01

4.73±8.29

43.57±23.72

46.37±22.65

7.67±8.42

.482

Table 3. Safety according to the Methods of Bronchodilator Use
Mixed method

Separated method

Date

Room temperature

Cold storage

Room temperature

Cold storage

1st ～ 30th

(－)

(－)

(－)

(－)

도 이상의 대상자에서 표본수를 늘려 추후 반

Ⅳ. 논 의

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지 천식환자에서 약제

안전성의 경우, ipratropium bromide(Atrovent),

조제 시 병용과 별개투여, 약제 조제 후 실온

salbutamol(Ventolin) 두 가지 기관지 확장제를

과 냉장 보관을 각각 적용한 기관지 확장제

병용과 개별로 조제한 후 30일간 보관시간과

사용법에 따른 폐기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환경에 따른 세균발생여부를 확인한 결과 세

기관지확장제 사용지침형성에 기초자료로 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결과에 대하여 기관지

공하고자 하였다.

확장제 내의 방부제첨가여부를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결과 폐기능검사에서는 병용 투여보

사용지침서만으로는 확인불가하였고, 제약회

다 별개 투여의 변이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

사에 문의하였으나 사내 규정에 의하여 접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본 연

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관지확장제 사용지

구 대상자의 폐기능이 예측치의 50%미만으로

침서를 확인한 결과 각각 실온보관, 25 ℃이하

중증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β 2 아드레날린성

보관을 권장하고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 외에

효능제인 salbutamol(Ventolin)이 큰 작용을 하

는 추가 조작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김

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험연구의 경우 상황을 통제하여 실

원일(1986)의 오염된 수액주입관이나 주사부

험처치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위에서의 미생물의 역행, 오염된 병원 공기가

한 집단에 10 ∼30명의 표본수를 필요로 함에

수액주입장치로 유입되는 것과 같이 투약 기

도 불구하고 연구가 진행된 8 ∼11월은 다른

구들에 의한 오염을 다룬 연구와 박상희 외

계절보다 대상 병원의 재원률이 낮고 학생중

(2007)의 천식 환아의 연무기 사용 실태와 오

심의 소규모논문임을 감안하여 표본을 구하는

염을 조사한 연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

데 제한점이 있어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

루었던 약제의 보관에 따른 안전성 보다는 간

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폐기능이 중등

호 행위나 투약 기구의 관리에 초점을 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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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이었으며, 정상체중은 4명, 과체중은 3명

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기관지확장제는 기관지천식환자에

이었다. 이환기간은 평균 3.58년이었고, 2년 이

게 증상예방 및 완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적용

하는 3명, 3-5년은 3명, 5년 초과는 1명이었다.

되는 방법이고, 단일 약제로 쓰였을 때보다 병

2) 기관지 확장제를 혼합 투여한 경우, 약물

용했을 때 부작용이 감소되고 효과가 증대되

투여 전은 폐기능 검사 수치는 예측치의 평균

므로 병용과 별개 투여에 따른 기관지확장제

44.86%, 투여 후에는 예측치의 평균 46.57%

사용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었으며, 변이성은 4.73%이다. 병용 투여한
경우에는 투여 전에는 예측치의 평균 43.57%,
투여 후에는 예측치의 평균 46.37%이었으며,
변이성은 7.67%이다. 병용 투여보다 별개 투

Ⅴ. 결 론

여의 변이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본 연구는 기관지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두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p=.482).

가지 기관지 확장제의 병용투여와 개별투여에

3) 30일간의 기관지 확장제 두 가지 약제를

따른 폐기능의 변이성을 파악하고, 병용투여

병용과 개별로 조제 후 보관시간과 환경에 따

방법과 개별투여 방법에 따라 약제를 조제한

른 세균발생여부를 확인한 결과 BAP와 CHOC

후 보관시간 및 환경에 따른 세균발생여부를

의 두 가지 배지 모두에서 실험 1일째부터 30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까지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광주시 소재 C대학병원의 알러지내과 병동
에서 입원중인 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SUKUDA
SANGYO사의

Spiro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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