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입기를 흡입보조기(spacer)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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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흡입보조기는 매주 청소하십시오. 
흡입보조기와 함께 제공되는 청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흡입기 사용 설명서 성인 사용 지침서   
흡입기를 흡입보조기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 • 흡입기 청소 방법

흡입기를 똑바로 세워 잡고 흡입기의 흡입구에서 
플라스틱 뚜껑을 빼십시오. 흡입기를 흔들고 공중을 향해 
금속통을 두 번 눌러 흡입기 예비작동을 하십시오.

흡입기 예비작동
흡입기를 처음 사용하거나 1주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 전에 흡입기 예비작동(prime)을 하십시오.

흡입기를 흡입보조기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

흡입기는 흡입보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방용 흡입기 또는 복합제가 함유된 
정량식 흡입기(metered dose inhaler)의 경우는 흡입보조기를 사용하십시오. 급성 천식 발생 시 
완화용 흡입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흡입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입기를 사용할 때 염려나 문제가 있으면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의사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1. 흡입기의 흡입구에서 플라스틱 뚜껑을 빼고 흡입구가
깨끗한 지 확인하십시오. 흡입기에 용량 계측기(dose
counter)가 있으면 이를 확인하십시오. 흡입기를 잘
흔들고 필요한 경우 예비작동(prime)을 하십시오.

2. 흡입기를 흡입보조기의 흡입구 반대쪽 끝에
끼십시오. 입으로 숨을 최대한 깊게 공중으로
내쉬십시오.

3. 흡입보조기의 흡입구를 입안에 넣으십시오. 물지
말고 호흡이 새지 않게 입술을 다무십시오.
금속통(canister)을 한번 눌러 1 회 분량의 약품이
흡입보조기에 나오게 하십시오.

4. 입으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신 후 10초
동안 숨을 멈추십시오. 숨을 멈춘 상태로 입에서
흡입보조기를 떼십시오.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흡입보조기가 입안에 있을 때 5~6 회 정상 
호흡을 하십시오. 입에서 흡입보조기를 
떼고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5. 한번 더 흡입이 필요할 경우 2~4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2, 3, 4 단계에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흡입과 흡입 사이에는 흡입기를 잘 흔들어 주십시오.

한번 더 흡입이 필요할 경우 
2~4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10초 동안 호흡 멈춤 5~6 회 정상 호흡

또는

또는

1. 흡입기의 흡입구에서 플라스틱
먼지막이 뚜껑을 빼십시오.
플라스틱 약품분사기구에서
금속통(canister)은 빼지 마십시오.

2. 플라스틱 흡입구와 뚜껑을 깨끗한
마른 천으로 안팎을 닦으십시오.

3. 플라스틱 뚜껑을 흡입기의
흡입구에 다시 끼십시오.

흡입기의 어느 부분을 물에 
씻거나 담그지 마십시오.

흡입기 청소 방법 플라스틱 약품분사기구(actuator)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야 합니다. 흡입기를 
청소할 때는 다음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흡입기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흡입보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품이 폐에 더 많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흡입보조기는 담당 
일반의(GP) 혹은 호흡교육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흡입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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