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Symbicort® Turbuhaler® 
천식 관리 계획

Symbicort 관리 요법 및
증상 완화 요법

   하루에 SYMBICORT 를 총12회 이상  

흡입해야 하는 날이 있다면

반드시 그날 중으로 주치의와 상담하거나 
병원에 가야 한다

   만약 2-3일 동안:

•  천식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않거나,  

또는

•  Symbicort 완화제를 6번 이상 흡입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매일 사용하는 치료제를 계속 사용하면서  

추가로 증상 완화를 위해Symbicort 도 1번 

흡입한다

  프레드니솔론 복용을 시작한다

  주치의에게 연락한다

위와 같은 위험 징후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000번으로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고 심각한 

천식 발작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천식 악화정상 모드

기타 지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천식 응급조치를 

시작한다:

• 똑바로 앉아 마음을 가라앉힌다

•  Symbicort 를 1회 흡입한다. 1-3 분 기다린다.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한번 더 Symbicort 를 

흡입한다 (최고 6회 까지 흡입)

•  벤톨린만 사용 가능한 경우,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필요할 때 마다 4회씩 흡입한다 

•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프레드니솔론 정제를 

복용한다 (의사 지시대로)

•  증상이 빨리 완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심각한 천식발작 후에는 곧바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한다

  천식 응급상황의 징후:

•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다

• 호흡  또는 말을 하기가 몹시 어렵다

•  Symbicort 완화제 흡입을 해도 증상이 전혀 

또는 거의 호전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 나의 천식 상태는 안정적이다:

•  나는 천식증상 없이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  나는 천식증상 때문에 밤 또는 아침에 잠에서 깨는 

일이 없다

 

프레드니솔론 정제 복용법: 

2 x 25 mg 또는    mg의 프레드니솔론 

정제를    일간 매일 복용한다. 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천식 응급상황

   나의 SYMBICORT천식 치료제:

 Symbicort Turbuhaler 100/6 mcg 또는 

  Symbicort Turbuhaler 200/6 mcg

   평소 나의 매일 치료법은:

매일 아침에    번 흡입하고

저녁에    번 흡입한다

   증상 완화제:

천식 증상 완화가 필요할 때 마다Symbicort  

를 1 번 흡입한다

Symbicort Turbuhaler를 늘 소지한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치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치의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평소 최고호기유속: _________________________ 리터/분



 

자주 하는 질문들

Symbicort 천식 관리 요법 및 증상 완화  

요법이란? 

Symbicort 천식 관리 및 증상 완화 요법은 천식을 관리하기 

위한 Symbicort 투여 스케줄입니다. 이 스케줄을 통해 

Symbicort를 평소 천식 요법 및 악화 증상 완화제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Ventolin® (살부타몰) 또는Bricanyl®  

(테르부탈린)과 같은 증상 완화 흡입치료제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Symbicort 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적어도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치료법은 다른 치료법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Symbicort 천신 관리 요법 및 증상 완화 요법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흡입할 때 마다 염증(천식의 본질적인 

문제)을 치료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증상예방 및 완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지닌 흡입치료제 한 개만 필요합니다. 

기타 다른 치료법들은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의 치료제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흡입치료제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천식 관리 요법 및 증상 완화 치료제로 쓰이는 천식 

흡입치료제는 Symbicort 하나 뿐입니다. 이는  Symbicort 의 

작용이 빠르게(1-3분) 시작되어 적어도 12시간 동안 지속되며, 

흡입된 코티코스테로이드 성분이 염증을 치료해주기 

때문입니다. Symbicort 관리 요법 및 증상 완화 요법을 위한 

투여 스케줄은 처방된Symbicort Turbuhaler 100/6 또는 200/6 

이외의 다른 어떤 천식 치료제와도 함께 사용하면 안됩니다.  

다른 증상 완화용 흡입제가 여전히 필요한가요? 

아니요. 천식 관리 요법 및 증상 완화 요법을 위해 

Symbicort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벤톨린이나 브리카닐과 

같은 증상 완화제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Symbicort 와 

함께 추가 흡입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  Symbicort 는 증상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  다른 완화제와는 달리Symbicort 는 증상예방 및 완화제의 

효과를 겸비한 치료제이며 증상예방을 위해 염증도 

치료해줍니다.

하루 중에 Symbicort를 최고 몇 번까지 흡입할  

수 있나요?  

하루 중Symbicort를  두 번 이상 추가로 흡입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천식 관리 계획을 

따르기만 한다면 가끔은 평소보다 자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Symbicort 를 한번에 6회 이상 흡입하거나  

하루 중 12회 이상 흡입하지 마십시오. 12회 이상 흡입이 

필요한 날이 있다면 그 날 중으로 주치의의 진료를 받거나 

병원에 가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하나요? 

몸 상태가 좋더라도 매일 Symbicort Turbuhaler 를 

사용하십시오. Symbicort Turbuhaler는 천식 조절을 

도와주지만 완치해주지는 않습니다. 주치의가 복용을 

중단하라고 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하십시오. 

Symbicort Turbuhaler를 늘 소지해야 하나요? 
네, 증상 완화제로 Symbicort Turbuhaler 를 항상 

소지하십시오.

Symbicort 를 평소 천식관리 요법과 증상완화 

양쪽 모두를 위해 사용할 경우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지나요? 

모든 천식치료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Symbicort 

Turbuhaler 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잠재적 부작용들이 망라된 목록을 보시려면 소비자 의약품 

정보 (CMI)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이 소책자는 의사나 

약사에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복용할 경우, Symbicort 천식관리 요법 및 증상완화 요법은 

추가적인 부작용의 위험이 없습니다. Symbicort Turbuhaler 

사용 중에 몸이 안좋아진다면 가능한 빨리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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