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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Analysis between Nebulized-Salbutamol Dose and
Heart Rate in Critically Ill Pediatr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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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Nebulized-salbutamol is often used for patients hospitalized in the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PICU) in need of respiratory support.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ferences to establish a
guideline for dosage adjustment according to each age group.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ose of nebulized-salbutamol and heart rate (HR) in critically ill
pediatric patients.

Methods : This study included critically ill pediatric patients younger than age 18, who stayed in the
PICU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
s Hospital July 1, 2015 July 31, 2018.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 of HR and the dose of nebulized-salbutamol was analyzed. After that, there was an
effort to identify further risk factors which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HR during PICU hospitalization.

Results : There was a total of 340 cases of 87 patients who were administered nebulized-salbutamol
within the first 24 hours of PICU hospitalization.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HR changes

투고일자 2019.2.1; 심사완료일자 2019.3.7; 게재확정일자 2019.9.20
�교신저자 배혜정 Tel:02-2072-3420 E-mail:baehj021004@hanmail.net

- 455 -

JKSHP, VOL.36, NO.4 (2019)

between the high dosage group (≥0.2 mg/kg/dose) and the low dosage group ( 0.2 mg/kg/dose) for the
first 24 hours of administration (p=0.058). The subgroup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268 cases excluding 72 cases where body temperature change was observed. There was significant increase of HR in the
high dosage group (p=0.017). Twenty-five of 87 patients showed a more rapid HR after the administration of nebulized-salbutamol during PICU hospitalization. Among patients younger than age 36 month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HR rise (OR=8.739; 95% CI, 2.146-35.590;
p=0.002) and the high dosage of nebulized-salbutamol (OR=4.204; 95% CI, 1.384-12.776; p=0.011).

Conclusions : The use of high dosage nebulized-salbutamol in critically ill pediatric patients may have
the potential to increase HR. Thus, close monitoring is recommended when it is administered to young
patients with high dosage.

[Key words] Salbutamol,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s, Tachycardia

소아중환자실에서 분무용 살부타몰은 호흡보조가 필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한적이다.10) 나이에 따른 세부

요한 소아중환자에게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1)

적인 용량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낮은 연령의 소아 환

분무용 살부타몰은 기도 주변에 분포하는 β
-2 수용체

자에서 약물이 불필요하게 과용량 투여될 가능성을 배

에 빠르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제할 수 없으며, 이는 빈맥 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이어

역할을 하지만, 빈맥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을

질 수 있다.

흔히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또한 살부타몰

현재까지 흡입 또는 분무 형태의 살부타몰 및 기타 베

을 디곡신, 칼륨-고갈 이뇨제, 또는 다른 베타 효능제

타 효능제 사용으로 인한 빈맥 발생에 관한 연구는 주

와 병용하였을 때 심전도 변화, 저칼륨혈증 등 다양한

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소아 환

4)-6)

이처럼 살부타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었으나 천식 환자

몰의 사용은 심혈관계 변화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빈

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11)-14) 소아중환자에서 분무용

맥의 발생은 중환자의 재실기간, 재원기간 및 사망률과

살부타몰 용량과 빈맥 발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연관이 있음이 증명된 바 있어 주의 깊은 모니터링을

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약물간 상호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7),8)

본 연구에서는 호흡 보조를 위해 분무용 살부타몰을

요한다.

한편 국내 허가사항에서는 분무용 살부타몰의 소아

적용하는 소아중환자에서 약물 사용 초기 용량과 심박

용량은 4~12세의 소아에서 2.5 mg을 매 4~6시간 간

수 상승의 연관성과 심박수 상승의 위험 요인을 분석해

격으로 필요 시 흡입투여하고, 더 고용량 투여가 필요

보고자 하였다.

한 소아에 대해서는 5 mg까지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9) 4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허가 외로 사용이

연구 방법

되기도 하며, 연령 및 체중, 체표면적이 다양한 소아 환
자에 대해 일률적인 용량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연구 대상 및 기간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나 NAEPP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본 연구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Program) 가이드라인에서는 2세 이상에서의 소아 용

소아중환자실에 재실하여 분무용 살부타몰을 사용한

량을 제시하고 있으나 2세 미만의 소아에서의 사용에

18세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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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상의 서울대학교병원 전자의무기록을 기반으로

소아중환자실에서 약물을 사용한 전체 기간 동안 심

약물 사용 전후 심박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박수 증가 여부를 조사하였다.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연령, 체중, 성별, 기저 질환,

분무용 살부타몰에 의한 심박수 증가로 의무기록에 기

기계적 환기 여부 등의 환자 기본 정보 및 분무용 살부

재되어 있거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살부타몰에 의한

타몰의 용량, 용법, 병용약물 등의 약물 사용 정보를 조

심박수 증가로 부작용 신고를 한 경우 심박수 증가가

사하였다. 분무용 살부타몰 사용 전후 심박수 변화, 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심박수 증가에 영향을 미

온 변화를 조사하였고, 부작용 신고 내역, 심전도 판독

칠 수 있는 요인들과 심박수 증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

결과 등 의무기록을 토대로 약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였다. 분무용 살부타몰 사용 중 심전도 검사결과 상 빈

여부를 평가하였다.

맥이 나타난 경우를 조사하여 심박수 증가와의 연관성

대상 환자군에서 소아중환자실 입실 전부터 분무용

을 분석하였다.16)

살부타몰을 사용한 경우, 부정맥 등의 심박수 관련 기
저질환의 치료약제를 복용중인 경우(예: quinidine,

3. 통계 방법

procainamide, flecainide, amiodarone, digoxin,
adenosine, esmolol 등), 약물 사용 초기 24시간 동안

수집된 자료는 SPSS 23.0를 통해 분석하였다. 심박

승압제(inotropics), 혈관수축제(vasopressor), 혈관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분무용 살부타

이완제(vasodilator)를 사용한 경우(예: dopamine,

몰 사용 전후 심박수 증가와의 상관관계는 카이제곱 검

dobutamine, epinephrine, norepinephrine, vaso-

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ressin 등), 입원 24시간 이내로 기저 심박수 파악이

P-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되지 않거나 기저 심박수가 해당연령 평균 심박수 범위

것으로 간주하였다.

(1st~99th percentile)에서 벗어나는 경우 연구 대상
연구결과

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시행되었으며, 후향적 연구로 연구대상자에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소아중환자실에 재

대한 동의서는 면제되었다(IRB no. H-1808-168-

실하여 분무용 살부타몰을 사용한 18세 이하의 환자는

968).

264명이었다. 이 중 소아중환자실 입실 전부터 분무용
살부타몰을 사용한 145명과 부정맥 등의 심박수 관련

2. 조사방법

기저질환의 치료약제를 사용 중인 32명을 제외하였고,
총 8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환자군

약물 사용 초기 24시간 동안 약물 투여 30~60분 전

이 약물을 사용한 첫 24시간 동안 총 340건의 자료를

심박수와 투여 30~60분 후의 심박수를 비교하였고,

분석하였다. 환자군의 나이 중앙값은 36개월, 체중 중

약물 투여 30~60분 전 심박수로부터 10% 이상의 심

앙값은 5.8 kg이었고 남성은 53%를 차지하였다. 약물

박수 증가 여부를 조사하였다. 분무용 살부타몰 용량과

사용 직전 기저 심박수 중앙값은 132회/분이었으며,

심박수 증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ROC (receiv-

63명(72%)의 환자가 분무용 살부타몰을 사용 중 기계

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이용한 민감도,

적 환기를 적용하였다. 분무용 살부타몰 용량 중앙값은

특이도 분석으로 얻어진 절단값(cut-off value) 0.2

0.2 mg/kg/dose 였다. 기저 질환은 폐질환이 39명

mg/kg/dose를 기준으로 고용량군과 저용량군을 구분

(44.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Table 1).

하였다. 심박수에 영향을 주는 체온 요인을 보정하기
위해 약물 사용 직후 체온이 38℃ 이상이거나, 기저에

1. 약물 사용 초기 24시간 동안 심박수 변화

서 0.5℃ 이상의 체온 상승을 나타낸 경우를 제외하고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15)

약물 사용 초기 24시간 동안 용량에 따른 심박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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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 group (N=87)

후 체온이 38℃ 이상이거나 0.5℃ 이상의 체온 상승이

Characteristics

나타난 72건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268건의 자료를 토

median (IQR) or N (%)

Age (months)

대로 용량에 따라 기저 심박수로부터 10% 이상의 심박

36 (23~60)

수 증가가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분무용 살부타몰을

Gender

저용량(≤0.2 mg/kg/dose)으로 사용한 113건에서 기

Male

46 (52.9%)

저로부터 10% 이상의 심박수 증가를 나타낸 경우가 15

Female

41 (47.1%)

건(13.3%)이었다. 반면, 고용량( 0.2 mg/kg/dose)으

Weight (kg)

5.8 (3.8-11.1)

로 사용한 155건 중에서는 심박수 증가를 나타낸 경우

Basal heart rate (beats/min)

132 (114-148)

가 39건으로 25.2%를 차지하였다. 분무용 살부타몰
고용량 투여군( 0.2 mg/kg/dose)에서 심박수 증가가

Ventilator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7)(Table 3).

Adjusted

63 (72.4%)

Unadjusted

24 (27.6%)

Nebulized-salbutamol dose
(mg/kg/dose)

2. 소아중환자실 재원기간 중 약물 사용에 따른 심박수
변화와 위험인자 분석

0.2 (0.1~0.3)

소아중환자실에서 분무용 살부타몰을 사용한 전체
Underlying disease

기간 동안 심박수 증가 여부를 조사하였다. 87명의 환

Pulmonary disease

39 (44.8%)

자 중 약물 사용 기간 동안 분무용 살부타몰에 의한 빈

Cardiovascular disease

11 (12.6%)

맥으로 부작용이 신고되거나, 약물 사용 직후 심박수

Neuropathologic disease

11 (12.6%)

Genetic disease

10 (11.5%)

증가로 약물을 잠시 중단한 환자는 25명(28.7%) 이었
다. 단변량 분석 결과 36개월 이하의 환자 60명 중 심
박수 증가가 나타난 환자는 22명(36.7%) 이었으며, 6

Endophysiologic disease

5 (5.7%)

kg 이하의 환자 47명 중 심박수 증가가 나타난 환자는

Hemato-oncologic disease

4 (4.6%)

18명(38.3%) 이었다. 36개월 이하 연령(p=0.015), 6

Nephropathologic disease

3 (3.4%)

kg 이하 체중(p=0.033)의 소아에서 높은 연령과 체중

Gastrointestinal disease

2 (2.3%)

Immunologic disease

2 (2.3%)

의 소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심박수 증가 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다변량 분석에서는 연령
(p=0.002)과 용량(p=0.011)이 심박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인자로 나타났다(Table 5).
한편, 환자군 중 분무용 살부타몰 사용중 심전도 검사

가 여부를 분석하였을 때 분무용 살부타몰을 저용량(≤

결과 빈맥이 관찰되었던 환자는 12명(13.8%)이었다.

0.2 mg/kg/dose)으로 사용한 137건에서 기저로부터

용량(p=0.247), 체중(p=0.116), 연령(p=0.137)과 심전도

10% 이상의 심박수 증가를 나타낸 경우가 22건(16.1%)

검사 결과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으며 환자군 중 생

이었고, 고용량( 0.2 mg/kg/dose)으로 사용한 203

명을 위협하는 빈맥 또는 부정맥이 관찰된 경우는 없었

건 중에서는 심박수 증가를 나타낸 경우가 50건으로

다(Table 6).

24.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
고찰

타내지 않았다(p=0.058)(Table 2).
심박수 변화에 체온이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고자 하
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군이 약물을 사용

소아중환자실에서 처음 분무용 살부타몰을 사용하는

한 첫 24시간 동안 340건의 자료 중에서 약물 사용 직

24시간 동안 체온 요인을 보정하였을 때, 용량이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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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rt rate change for the first 24 hours
Low dose (≤0.2 mg/kg/dose)

High dose ( 0.2 mg/kg/dose)

Increased

22 (16.1%)

50 (24.6%)

Unchanged

115 (83.9%)

153 (75.4%)

Total cases

137

203

P-value
0.058

Table 3 Subgroup analysis of heart rate change for the first 24 hours
Low dose (≤0.2 mg/kg/dose)

High dose ( 0.2 mg/kg/dose)

Increased

15 (13.3%)

39 (25.2%)

Unchanged

98 (86.7%)

116 (74.8%)

Total cases

113

155

P-value
0.017

Table 4 Univariate analysis of heart rate change for the entire period using nebulized-salbutamol
Weight

Age
≤36 months
(N=60)

36 months
(N=27)

p-value

≤6 kg
(N=47)

6 kg
(N=40)

18 (38.3%)

7 (17.5%)

Increased

22 (36.7%)

3 (11.1%)

Unchanged

38 (63.3%)

24 (88.9%)

29 (61.7%)

33 (82.5%)

60

27

47

40

Total

0.015

P-value
0.033

Table 5 Multivariate analysis of heart rate change for the entire period using nebulized-salbutamol
Od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Age (≤36 months)

8.739

2.146-35.590

0.002

Dose ( 0.2 mg/kg/dose)

4.204

1.384-12.776

0.011

수록 심박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을 위협하는 빈맥 또는 부정맥이 관찰된 경우는 없었

아중환자실에서 분무용 살부타몰을 사용하는 전체 기

다. 소아중환자에게 0.2 mg/kg/dose을 초과하는 고

간 동안 심박수 변화를 조사하였을 때, 연령이 낮을수

용량의 분무용 살부타몰을 사용하거나, 36개월 이하

록, 체중이 적을수록 심박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또는 6 kg 이하의 환자에게 분무용 살부타몰 사용 시

연령과 용량은 심박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심박수 증가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약물 사용

인자로 나타났다. 분무용 살부타몰을 사용하면서 생명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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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nivariate analysis of tachycardia on EKG* for the entire period using nebulized-salbutamol
Tachycardia on EKG (N=87)
Age

Observed

Unobserved

10 (16.7%)

50 (83.3%)

2 (7.4%)

25 (92.6%)

≤6 kg (N=47)

9 (19.1%)

38 (80.9%)

6 kg (N=40)

3 (7.5%)

37 (92.5%)

≤0.2 mg/kg/dose (N=39)

3 (7.7%)

36 (92.3%)

0.2 mg/kg/dose (N=48)

9 (18.8%)

39 (81.3%)

≤36 months (N=60)
36 months (N=27)

Weight

Dose

P-value
0.247

0.116

0.137

*EKG=electrocardiogram

성인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분무용

결론

살부타몰이 심박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3) 그
러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분무용 살

호흡 보조가 필요한 소아중환자에게 분무용 살부타

부타몰 사용군이 대조군에 비해 약물 사용 직후 유의한

몰을 고용량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낮은 연령

심박수 증가를 보였다.14) 중환자에서는 심박수 증가에

에서 약물 사용시 심박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영향을 미치는 교란요인이 많아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소아중환자의 연령을 세분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천식을 앓는 소아를

화한 용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용량(0.3 mg/kg) 사용군이

한계점을 보완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준 용량(0.15 mg/kg) 사용군과 비교시 심박수 증가
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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