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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색성폐질환에서 Ipratropium Bromide의 
기관지확장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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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ronic Obstructive Pu1mona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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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500 5him. M.D .• Keun Youl Kim. M.D. and Yong Chol Han.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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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Ipratropium bromide is a new i따laled bronchodilator with anticholinergic properties. The effect of 

this compound (40 ug) was compared to Fenoterol (400 ug) with beta-adrenergic properties and to 

combination of 2 drugs in 14 patients with COPD. The drugs were administered by metered dose 

i!Ù\íller, after which FFV 1.0 was checked at time interval of 15 min, 30 min, 60 min, and 90 min. We 

investigated t;_ξ bronchodilating effect (FEV1/ Baseline FEV1) and side effects of each cases an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ings; 

1) The bronchodilating effect with the aerosol of Fenoterol was the increment of 11.l:t7.6% in 15 

min, 14.2:t 6.0% in 30 min, 15.4:t8.6% in 60 min, and 15.1:t10.8%in 90 min and showed the maximal 

effect at the time of 60 minute. In contrast, the bronchodilating effect with the aerosol of Ipratropium 

bromide was the increment of 13.4:t 7.6% in 15 min 19.4:t 11.3% in 30 min, 20.6:t 10.1 % in 60 min, and 

22.9 :t9.6% in 90 min and showed the maximal effect at the time of 90 min. 

2) The bronchodilating effect of Ipratorpium bromide was more pronounced than that of Fenoterol 

(p < 0.05) 
3) The bronchodilating effect in the combination of two drugs, was.,the increment of 16.9:t11.0% 

in 15min, 21.3:t 11.1% in 30min, 24.3 :t 13.4% in 60min, and 29.7 :t12.8% in 90min and showed the 

maximal effect at the time of 90 min. There was the incremental tendency of the bronchodilating 

effect as the time-course and the additive effects of 2 drugs was observed. 

4) The side effects of i며laled Ipratropium bromid were nausea, dry mouth, and throat irritation but 

not the degree to discontinue the medication. 

,5) We concluded that Ipratropium bromide is an effective and safe bronchodilator in patients with 

COPD and its bronchodilating effect is appeared to be slower but more potent than Fenoterol. 

• 본 논문은 1987년도 서울대학교병원 특진연구비의 보조로 이루어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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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Atropine으로 대표되는 항콜린 약제가 강력한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는 것을 잘 알려져 있고 17세기에 이미 인 

도둥지 에서 호흡기 질환에 Anticholinergic alkaloid를 

사용했음이 운헌상 기록되어 있다1) 그러나 치유범위 

(therapeutic margin)가 좁기 때운에 유발되는 반언한 

부작용과호흉기 분비울의 점성도를증가시켜 객담 객출 

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들 때문에 그 임상적 사용이 제한 

되어 왔다. 최근들어 기관지 평활근 수축에서의 자율신 

경계 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부교강 신경계 

의 2-.) 역 할이 강조되고 이 어서 4차 Ammonium 합성물 

로서 정막을 통한 흉수가 거의 안되고 홉수된 대부분의 

약물도소화기관을통해 신속히 채분비되어 전신적 부작 

용을 감소시키는 약역학적 특성을 가진 약물의 개발 벚 

임상적 이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중 Ipratropium 

bromide와 Atropine methonitrate 등이 대표적 인 약제 

로서 이들이 도입되연서 기도폐색을 나타내는 여러 질환 

에서 항콜린 약제의 기관지확장제로서의 효능에 대한 연 

구보고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만성 폐색성폐질환 환자에 있어서 기존 

의 Beta-adrenergic agent 인 Fenoterol 과， 3차 

Ammonium 합성물인 Atropine의 약역학적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4차 Ammonium 유도체 인 Ipratropium 

bromide와의 기관지 확장 효과를 비교하고 두약제의 흔 

합사용시 기관지확장효과의 상승작용정도그리고각경 

우에 있어서의 부작용의 발현 벤도를 조사한 바 있어 보 

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1987년 3훨부터 동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외 래를 

방문한 만성 폐색성폐칠환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대상 환자의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초시폐활량(FEV1 .o ) 이 예측치의 70%이하이고， 

노력성폐활량 (FVC)에 대한 1초시폐활량의 비 (FEV l.o/ 

FVC)가 70%이하인 경우 

(2) 기침과 객담 배출의 증상이 적어도 1년에 3개월이 
상 냐타나고 이러한 증상이 3년이상 지속된 경우 

(3) 흉부 방사선 소견상 특별한 폐질환의 소견이 없는 

경우 

(4) 알레르기질환이나기관지천식의 영력이 없는경우 

(5) 급성 호흉부천의 임상적 근거가 없는 경우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58. 7:t 7.8셰이고 14명 오두 

남자 환자이었으며 흉연력은 27.1:t 12 .4 pack. yeats였 

다. 그리고 대상 환자들의 폐기능검사 결과는 노력성폐 

활량이 2. 20:t0 .84 L로 예측치의 60 . 8%였고 1초시폐활 

량은 1. 01:t0. 41 L로 예측치의 36.6% ,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시폐활량의 비 (FEV1/FVC)는 46.9:t10.2%, 

FEF 25-75는 O. 36:t 0.09 L/sec로 예측치의 11 .4%, 그 

리고 PEFP은 2 . 82:t 1. 26 L/sec로 예측치의 25.0% 등 

으로 심한 폐색성 기능부전을 보이는 환자들이었다 

(Table 1). 

2. 방 법 

전술한 선택 기준에 맞는 14명의 환자에게 이 연구의 

옥척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연구에 포항시 

켰고 폐기능 검사는 Microcomputer가 부착된 Collins 

사의 Eagle Spirometer를 이용하였고 실험 약제는 

Fenoterol과 Ipratropium bromide의 흉엽 제 제 를 이 용 

하였다. 용량은 적 정 량으로 알려 진 Fenoter이 400 μg， 

Ipratropium bromide 40 μg으로 하였고 metered dose 

i띠laler를 사용하여 홉업 하였다. 검 사 시 작 24시 간 천에 

Theophylline을 포항한 모든 기관지 확장제의 사용을 중 

지하였고 steroid를 투약하고 있던 1명의 환자에서는 투 

약 중지를 요구하지 않았다. 

검사는 3일간에 걸쳐 시행하였고 각 검사일에 우선 기 

초 FEV I.O을 측정하고 약제를 흉업한 후 15분， 30분， 60 

Table 1. Data of Baseline PFT in COPD Patients (N=14) 

Age (year) 

5moking history 
(pack year) 

FVC(L) 
FEV1 (L) 

FEVIIFVC (%) 

F E F25L 7/ 5se (c L)/sec) 
PEFR ( 

Observed % of 
predicted 
value 

Mean:!:: 5.D. 

58.7 :!:: 7.8 

27.1 :!:: 12.4 

2.20 :!::O.84 60.8:!:: 24.6 
1.10 :!::0.41 36.6 :!:: 12.8 
46.9 :!:: 10.2 
0.36 :!::O.09 11 .4:!:: 3.1 
2.82 :!:: 1.26 35.0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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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90 분에 FEV 1.0 을 측정하였는 데， 각 약제는 

Fenoterol 2 puffs 즉 400 μg， Ipratropium bromide 2 

puffs 즉 40μg， 그리고 두 약제의 흔합 사용시는 각각 

400 μg과 40 μg을 1분 간격으로 1puff 씩 2회 반복 흉 

입하는 것￡로 하였다. FEV l.o 측정은 각각 2회 시행하 
여 큰 수치를 결정하였고， 3일깐의 약제 선택 순서는 임 

의로 결정하였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각 검사가 끝난 후 

30분까지 관찰하여 J. 유무를 결정하였다. 

기관지확장 효과는 기초 FEV1.0치에 대해 각 시간별 

로 증가한 FEV l.O 측정치의 %로 표시하였무며 최대 기 

관지확장 효과와 그 값을 보인 시간을 결정하였다. 통계 

처 리 는 spss를 이 용하여 paired samples t-test플 이 용하 

였다. 

?낼 
ë! 과 

기관지 확장 효과 (/':,. FEV 1.0/baseline FEV 1.0) 는 

Fenoterol인 경우에 있어서 15분에 11 . l:t7.6% , 30분 

1 。 -- 。 Ipratrop1um brcm1de 
口-- -디 Combination 

30 f-
A--A F enotero 1 

에 14 .2:t6.0% , 60분에 15 .4:t8.6% , 그리고 90분에 

15.1 :t 10 . 8%를 보여 60분에 최대기관지확장 효과를 나 

타냈다. Ipratropium bromide를 사용한 기 관지 확장 효 

과는 15분에 13. 4:t7. 6% , 30분에 19. 4:t 11. 3% , 60분 

에 20.6:t10.1% , 그리고 90분에 22 . 9:t 9.6%를보여 90 
분에 최대 기관지확장 효과를 나타냈다. 두 약제의 혼합 

사용시의 기관지확장 효과는 15분에 16. 9:t 11. 0% , 30 

분에 21. 3:t1l .1% , 60분에 24 .3:t 13 .4% , 그리고 90분 

에 29. 7:t 12.8%를 나타내었고 90분에 최대 기관지확장 

효과를 보여 시간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p< 0.05). 

각시깐대에 있어서 셰 약제사용의 기관지확장효과의 

비교는 15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p< 

0.05) , 30분 후의 기 관지 확장 효과는 Fenoter이에 비 해 

서 Ipratropium bromide 흡입시 그리고 두 약제의 혼 

합사용시에 통계적A로유의하게 기관지확장효과가컸 

으나 (p < 0.05) Ipratropium bromide 단독사용에 비해 
두 약제의 흔합 사용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 

@영 / 

/ 

@@ 
디 

/ 

@ 

-。
c> 

{ 

> 
“ J ‘L r ~_- - -= __ ---0-
~ 20 -
'" '" CO 

‘~ ζ3 
{ 

> 
나」 

L‘-

10 

///1- ---
σ/ / 

l/ / // IIII-I-• ---------------6 

/UPZ 

15 30 60 9D rn in 

FÏ!:;.I. Bronchodilator effect of FenoteroI, Ipratropium bromide and com
bination of 2 drugs. 
* p < 0.05 vs. fenoterol 
** p < 0.05 vs. ipratropium bro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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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예 가 있었으며 후두 자극은 Fenoterol에서 2예， 

Ipratropium bromide에서 2예 그리고 혼합 사용시 l예 

가 있었다 (Table 3). 그러나 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정도의 부작용은 없었다. 

기도폐색을 유발하는 질환에 항콜린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폐색을 유말하는데 있어서 클린성 기전 

(Cholinergic mechasnism) 이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이 러 

한 콜린성 기 전 (Cholinergic mechanism) 을 약리 학적 으 

로 저지함으로서 기도폐색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데 이흔적 근거를두고 있다.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의 정 

도를 결정하는 신경조절 계통은 고전적인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 외에 제 3의 요소로 퓨린성 싱경계 

(purinergic system) 등5)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일반적드로부교감신경계가기관지 평활근의 수축 

에 주된 역할을 하고 교감신경계는 미미한 반대 작용을 

하며 콜린성 기관지 평활근의 흥분 및 수축에 대한 주된 

걸항작용은 퓨린성 신경계가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Nicholas와 Morton 등6)은 폐 기 종 환자에 서 Anticholin

ergic agent와 Adrenergic agent가 기관지확장 효과를 

나타내는기전이 동일한 cholinergic pathway에 의해 이 

루어지고 폐기종에서 기도 폐색의 가역적 요소에는 부교 

강 싱경계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콜린성 약제가강력한기관지확장효과를나타내는 것 

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기관지확장 효과를 나타내는 

혈중농도에서 심각한부작용을유발하는것이 가장큰운 

제점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여 방법을 aerosol 흉 

업으로 하여 전신 흉수의 문제점을 배제하고 Atropine 

sulfate와 같은 3차 ammonium 복합체에 비 해 기 관지 

확장효과도우수하고약역학적으로전선흡수가거의 안 

되 는 Ipratropium bromide와 같은 4차 Ammonium 유 

도체가 도업되면서 그 임상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Ipratropium bromide의 홉업 용량과 기관지 확장 반응 

에 대한 보고는 그리 많지 않은데 기관지천식 환자에서 

는 40μg내지 80μg7)에서 적당한 기관지확장 효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되어있어 본 연구에서는 40μg을 실험 용 

량2--로 정하였다. 

Ipratropium bromide가 기 관지 천식 , 만성 기 관지 염 , 

그리고 폐기종 환자등에서 효과적인 기관지확장 반응을 

안 고 

0.05) . 60분과 90분에 있어 서 기관지 확장 효과는 각각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p<0.05) Fenoter이 

보다는 Ipratropium bromide가 Fenoter이과 Ipratro

pium bromide 각각 보다는 두 약제를 혼합 흡엽 한 경 

우가 보다 유효한 기관지확장 효과를 나타냉을 알 수 있 

었다(Fig.1). 

최대 기관지확장 효과는 Fenoter이인 경우 19.5 :::t 8 .8 

%, Ipratropium bromide에서 25. 4:t 10.9% , 그리고 

두 약제의 혼합 사용시 30.5 :::t 12.6%로서 Fenoterol 단 

독 사용시 와 Ipratropium bromide 단독사용시 및 

Fenoter이과 두 약제 흔합 사용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였지 만 (p< 0.05) , Ipratropium bromide와 두 약제 혼 

합사용시는유의한차이를보이지 않았다. 최대 기관지 

학장 효과를 나타낸 시간은 Fenoterol에서 45.0 :::t 25.0 

분， Ipratropium bromide에서 66.4 :::t 29.1분， 그리고 

혼합 사용시 는 70 .7 :::t 25 .3 분￡로 Fenoterol 보다 

Ipratropium bromide 흔합 사용시에 있어서 작용 딸현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p< 0.05) (Table 2). 각 검 

사가 끝난 후 30분까지 부작용의 유무를 관찰하였는데 섬 

계항진， 진동 (tremor) ， 빈뇨를호소하는환자는없었고 

오심은 Ipratropium bromide 사용시 l예와 혼합 사용 

시 1예에서 나타났고 업 마름증은 Ipratropium bromide 

Table 2. Maximum Bronchodilator Effect and Time 

Fenoterol 
Ipratropium 
bromide 

Combination of 
2 drugs 

+ P < 0.05 vs. fenoterol 

M값. FEV1 Time of max. FEV 
mean ::t S.D. 

19.5 ::t 10.9% 

25 .4 ::t 10.9%+ 

45.0 ::t 25.0 min 

66.4::t 29.1 min + 

70.7 ::t 25.3 min + 30.5 ::t 12.6%+ 

Table 3. Side Effects (N=14) 

Palpitation 
Trcmor 
Urinary frequcncy 
Dry mouth 
Throat irritation 
Nausea 

F + IB 

O 

O 

O 

O 

1 

IB 

nu 

nU 

nu 

-
-
이

4
 
1, 

F 

nu 

nU 

”u 

nU 

끼
‘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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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것에는 대개 일치하지만 기관지천식 환자에서 

의 기관지확장 효과는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환자에 

서의 그것보다는떨어지는것으로되어있다8-11) 다만기 

관지천식 환자에서 Adrenergic agent만으로는 중상의 

호전이 없거나 그 부작용을 인내할 수 없는 경우， 그리 

고 내인성 천식 또는 노령환자인 경우에는 그 임상적 효 

용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그리고 Ipratropium 

bromide는 adrenergic agent와 흔합 사용시에 단독 사 

용시보다도 기관지 확장 반웅의 상승효과가 있고 

Theopbylline라도 혼합 사용했을 시에도 역시 기관지확 

장 효과의 상승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보고되고있다'2) 

이와 반연에 Steroid13)의 영용은 Ipratropium bromide 

단독 사용시 또는 adrenergic agent와 혼합 사용시에도 

그 효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일반적 으로 Beta-adrenergic agent는 투여 경로에 관 

계 없이 주로 소기도 (small airway)에 기관지 확장 효과 

를 나타내고 항콜린성 약제는 주로 대기도(large 

cirway) 또는 중심 기 도 (central airway) 에 기 관지 확장 

제로서 작용하는 것A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위에 기술 

한 바 Ipratropium bromide가 기관지 천식에서보다 기 

도 폐색성폐질환에서 그 기관지확장 효과가 크다는 사실 

에 상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Atropine인 경 

우 흉업했을 때는 그 효과가 주로 중심기도에 작용하지 

만 정액주사시는 그 효과가 보다 끌일하게 나타난마는 정 

을 들어 투여경로가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 

시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도 폐색의 병태생리의 

그 약리학적 가역성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불충분한 것으 

로 되어있다. 

Ipratropium bromide의 부작용은 그 임 상적 사용을 

제한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업마름 중과 쓴맛등을 비교적 흔히 호소하지만 용량과 비 

례해서 유발되는 부작용은 거의 없고 심지어 1mg이상 

홉업해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는 없는 것A로 여 

러 보고'5)에서 밝히고 있다. 정액분비나 배출에도 영향 

을마치지 않고안앙， 동공의 크기 또는조절작용에도전 

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녹내장'6) 환자에서도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A로 되어있다. 이외에 방광 기능 

이 나 심 박수둥에도 영 향을 미 치지 않고 Beta-adrenergic 

agent 사용시 흔히 나타나는 진동 (tremor)도 Ipratrop

ium bromide 사용시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되 어 있다. 

그리고 Ipratropium bromide를 장기간 투여했을 시에 

도 몇예에서 transaminase가 약간 상숭한 것 이외 '7)에 

혈액학적 또는 혈액화학검사상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지확장 반응검사는 약제 흉업후 15분 

에 측정한 FEV,.o 측정치의 기초 FEV ， .o에 대한 증가한 

%가 15%이상일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대개 

의 만성 폐색성 펴l질환 환자에서는 기관지확장제 검사 

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울다. 이 연구에서 

Ipratropium bromide의 최대 기 관지 확장 효과가 60분 

내지 90분에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 정규 기관지확장 반 

응검사에서 음성 이 라도 Ipratropium bromide의 홉업 

투여가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듯하다. 따라서 향후 만성 

폐색성폐질환 환자에서 경구 Theopbylline 제제 단독 사 

용이 나 Beta-agonist 와 혼합 사용으로 중상의 호전 이 

없는 경우에서 Ipratropium bromide 단독 사용이나 

Ipratropium bromide와 기 존의 기관지 확장제와 혼합사 

용요로 그 임상적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결 론 

1987년 3월부터 동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관찰한 만성폐색성폐질환 환자 14 명을 대상￡로 

Beta-adrenergic agent인 Fenoter이과 항콜린 약제 인 

Ipratropium bromide, 그리고 두 약제의 혼합사용시 등 

세가지 흉입요법에 있어서의 기관지확장 효과를 조사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Fenoter이과 Ipratropium bromide 흉업요엽 후 

의 기관지확장 효과는 Fenoterol인 경우 15분 후에 A 

FEV ,.o/ baseline FEV 1.0의 11. l:t 7.6%증가， 30분에 

14 .2:t6.0% , 60분에 15.4:t8.6% , 90분에 15 .1:t l0 .8 

%로 60분에 최대 기관지확장 효과흘 나타냈고 

Ipratropium bromide인 경우 15분에 13.4:t 7.6%, 30 

분에 19 .1:t 11 . 3% , 60분에 20.6:t l0 . l% , 90분에 

22.9 :t 9.6%로 90분에 최대 기관지확장 효과를 나타냈 

다. 

2) Fenoter이과 Ipratropium bromide의 기 관지 확장 

효과의 비 교는 Ipratropium bromide에 서 기관지 확장 

효과가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p< 0.05). 

3) 두 약제의 혼합사용시의 기관지 확장 효과는 15분에 

16.9:t l 1. 0% , 30분에 21. 3:t11.1% , 60분에 24.3:t 

13.4% 90분에 29.7:t 12.8%로 90분에 최대 기관지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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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나타냈고 시간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보이면서 두약제의 상승효과가있음이 관찰되었 

다. 

4) Ipratropium bromide 흡엽요법의 부작용으로는 

오심 업마릅증 그리고 후두자극증상등이 있었으나 투약 

을 중단할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었다. 

5) Ipratropium b.romide는 만성폐색성폐질환 환자 

의 흡입요법 치료제로서 비교적 안전하고 유용한 치료제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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