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요법

서론

천식은 대표적인 기도의 만성 염증성 알레르기질환으로 기

도염증과 함께 가역적인 기류제한과 기도과민성을 특징으로 

한다. 천식치료의 핵심은 기도염증을 조절함으로써 호흡곤

란, 기침, 천명,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을 조절하고,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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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haler therapy is the most critical route of administering drugs in the management of asthma 

due to its rapid onset of action, better pulmonary efficacy, and reduced risk of side effects, compared with other 

routes of administration.

Current Concepts: Although many physicians and patients believe they know how to use inhaler devices, 

most do not know the correct techniques. To achieve better and more effective treatment results, the inhalation 

device should be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and wishes of each patient. Available inhaler devices include 

pressurized metered dose inhalers, dry powder inhalers, soft mist inhalers, and nebulizers. To improve disease 

outcomes and treatment adherence, a personalized stepwise approach, based on each patient’s conscious 

inhalation, inspiratory flow, and hand-lung coordination, is recommended in the selection of the most appropriate 

device.

Discussion and Conclusion: Common problems with inhaler usage include failure to exhale completely before 

inhaling, insufficient inhalation efforts, and inadequate breath-hold after inhalation. Therefore, continuing 

education and support are warranted to ensure optimal outcomes and enable patients to improve inhaler 

usage techniques. Health care providers should also know the devices and develop systems in order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to patients in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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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류제한을 완화시키면서 천식의 악화와 천식 관련 사망

을 줄이는 데 있다[1]. 이를 위해 흡입요법을 권장하고 있으

며, 현재 흡입스테로이드(inhaled corticosteroid, ICS)를 비

롯한 기관지확장제 치료는 성인과 소아 천식치료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약물요법

의 이용이 가능하고 흡입기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실

적으로 흡입요법 처방 비율이나 천식 조절 수준은 여전히 낮

은 편이다[2,3]. 이 논문에서는 천식관리에 있어 흡입요법의 

중요성과 장점을 강조하고 흡입기의 종류, 환자에 따른 적절

한 흡입기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천식에서 흡입요법의 중요성과 현 주소

기도염증을 조절하고 기류제한을 호전시키는 것은 천식으

로 인한 증상과 폐기능을 개선하고 악화를 예방하며 나아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항염증제인 스테로

이드와 기관지확장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

구투여나 주사치료보다 흡입요법을 추천한다[4,5]. 흡입요

법은 작용 부위로 약물을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경구나 주사 형태로 약물을 전신적으로 투

여할 때보다 적은 용량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6]. 또한 간에서의 1단계 대사나 위장

관에서의 흡수문제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특

히 ICS를 기반으로 하는 ICS 단독 혹은 ICS/지속베타2작용

제(long-acting beta2 agonist, LABA) (±지속무스카린대

항제[long-acting muscarinic antagonist, LAMA]) 복합제 

치료를 통해 소량의 약물로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질

병조절제로서 장기간 투여해야 하는 경우에 우려되는 전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천식 증상 조절, 삶의 질 개선, 폐

기능 유지와 함께 천식 악화의 빈도와 천식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소아나 성인 천식 환자에서 ICS를 규칙

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증 천식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ICS를 투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로 인하여 흡입요

법을 하는 경우가 적고 이로 인해 천식 증상 조절이라는 치

료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

아-태평양 8개국의 천식치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한국에

서 ICS 사용은 38%로 호주(94%), 싱가폴(88%), 태국(55%), 

대만(55%)에 비해 낮은 편이고, 천식 환자 중 스스로 천식이 

잘 조절되고 있다고 느끼는 환자가 27% 밖에 없어 상대적으

로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아시아-태평양의 타 국가

보다도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며, 47%의 환자가 지

난 1년간 급성 악화를 경험하여 이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호

소하였다[8]. 최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전국의료기관

에서 천식관리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경구약제(94%)

에 비해 환자에게 처방된 흡입용 제제는 30%에 불과하였으

며, 경구약제 처방 중 경구스테로이드 처방 비율이 41%로 

보고되었다[9]. 중증천식 레지스트리 연구에서도 미국, 영국

에 비해 한국에서 경구스테로이드, 류코트리엔조절제, 테오

필린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0]. 이는 천식 

환자나 의사들의 경구 약물 선호, ICS가 포함된 흡입요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잠재적

인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흡입요법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적합한 

흡입기를 선택하고 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여

러 연구를 통해 천식 환자의 최대 90%에서 흡입기를 올바르

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흡입기 사용과 관

련된 비용의 1/4은 잘못된 흡입기 사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11-15]. 잘못된 흡입기 사용은 천식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

나는데, 54,000명 이상의 천식을 비롯한 만성기도질환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부적절한 흡입

기 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었다[16]. 이

처럼 흡입기의 부적절한 사용은 천식 환자의 증상 조절과 환

자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며 병원 방문과 입원율을 증가시

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11-13]. 천식 환자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약사도 흡입제

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국내 일차 

진료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입기 종류에 따라 부적절

하게 사용하는 빈도는 53-80%였으며,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의사, 간호사, 약사의 부적절한 흡입제 사용빈도는 다른 체계

적 문헌고찰에 보고된 환자의 빈도(70%)보다 높았다[16-18].

천식의 흡입치료  607

Kang SY · Min TK·Inhaler therapy of asthma



흡입기 종류

1950년대에 흡입기가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장치가 

개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흡입기는 가압정량흡

입기(pressurized metered dose inhaler, pMDI), 건조분말

흡입기(dry powder inhaler, DPI), 연무형흡입기(soft mist 

inhaler, SMI) 그리고 연무기(nebulizer)로 구분된다.

1. 가압정량흡입기

pMDI는 195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DPI와 더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흡입기이다. 해당 장치는 가압 캐니스

터(pressurized canister), 계량 밸브(metering valve), 마우

스피스(mouthpie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압 캐니스터

에는 약물과 함께 추진제, 계면활성제, 방부제, 향미제 등의 

혼합물이 용액이나 현탁액 형태로 들어 있으며 밸브를 누름

과 동시에 압력 전달에 의해 에어로졸 형태로 약물이 빠르

게 분사되어 기도로 전달된다[19]. pMDI는 전달되는 약물

의 용량이 일정하고 높은 흡기유량이 필요하지 않으며, 흡

입 흐름과 무관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흡입이 어려운 상황에

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스페이서(spacer)와 같은 보조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흡입기의 추진체로 사용중

인 수소불화알칸(hydrofluoroalkane)은 클로로플루오로카

본(chlorofluorocarbons)에 비해 분사속도는 느리지만 분사

되는 약물의 온도가 덜 차가워서 기도 자극(프레온 냉각 효

과)이 적고, 일부 제품에서는 지름 5 μm 미만의 초미세입자

를 소기도까지 전달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20]. 하지

만 pMDI를 사용하는 경우 밸브를 눌러 약제가 분사되는 시

점에 맞춰 환자가 숨을 천천히 깊게 들여 마시는 두 가지 동

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약물의 전달 정도가 환자의 

흡입기 사용기술과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폐로 전달되는 약제의 양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21]. pMDI에서 생성된 에어로

졸을 기도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천천히 깊게 호흡해

야 하며 최소 5-10초 정도 숨을 참았다가 내쉬는 것이 필요

하다[22]. 약물이 정량으로 나오기 위해 흡입기를 처음 사용

하거나 흡입기를 2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공기 중에 분

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매 사용 전에 3-4회 정도 미리 약

통을 흔들어 준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현탁액으로 제형

화된 pMDI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23].

2. 건조분말흡입기

DPI는 pMDI의 단점인 약물 분사와 흡입의 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흡입기이다. 추진체가 없는 대신 환자

가 들이 마시는 흡입력에 의해 약물이 기도로 전달되며, 단

일 용량 캡슐 기반 흡입기, 저장소(reservoir) 또는 블리스터

(blister) 형태의 다중 용량 흡입기 등 크게 3가지 형태가 있

다[24]. 캡슐 기반 흡입기는 1회 분량의 캡슐을 기구안에 넣

어 캡슐안의 분말을 흡입하는 방식이며, 저장소 형태의 다

중용량 흡입기는 큰 저장 공간 안에 약제가 한꺼번에 있다

가 장전하는 방식에 따라 1회 흡입 분량이 전달되고, 블리스

터 형태의 다중 용량 흡입기는 1회 흡입 분량이 낱개로 포장

돼 흡입기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장전 이후에 1회 용량이 전

달된다. 분말 형태의 약제는 일반적으로 약물 입자와 젖당

(lactose) 같은 운반체가 결합된 형태로 흡입되도록 고안되

어 있으며 환자의 흡입속도와 흡입기 저항 값에 따라 흡입 

채널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제형을 분해하여 약물 입자가 기

도로 전달되는 압력 변화를 만들게 된다[25]. 흡입기 저항 값

이 높은 경우에는 유사한 압력 차이를 달성하기 위해 낮은 

흡입유량이 필요하게 되며 낮은 경우에는 높은 흡입유량이 

필요하게 된다[26]. 흡입 용기에 따라 30-60 L/min의 흡기

유량이 필요하며 환자의 흡기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 주어진 

장치를 통한 효과적인 약물 입자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

교적 빠르고 세게 흡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호흡근육의 강

도나 환자의 흡입력에 따라 약물의 전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흡입유량이 감소될 수 있는 상황(천식 악화나 중증

도가 높은 환자, 노인이나 취학 전 소아 등)에서는 사용이 어

려울 수 있다[27].

3. 연무형흡입기

SMI는 최근에 개발된 흡입기로 약물 전달을 위해 추진체

나 환자의 흡입력 대신 스프링에 의한 탄성력을 이용한다. 

흡입기에 장착되어 있는 스프링이 압축되고 해제되면서 발

608  대한의사협회지

J Korean Med Assoc 2022 September; 65(9):606-615



생된 압력으로 미세한 노즐 시스템인 uniblock을 사용하여 

약물 용액을 매우 가는 입자의 연무 형태로 분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28]. pMDI보다 분사속도가 느리고 미세입자 형태

로 천천히 분사되기 때문에 약물흡입이 용이하고 말초기도

로 전달되는 약물이 증가되며 인후부 침착이 적어 국소 부작

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29]. 또한 환자의 흡입 흐름과 무관

하게 약물이 전달될 수 있으며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흔들 

필요가 없고 필요 시 스페이서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ICS 단독 혹은 ICS/LABA (±LAMA) 복합제 치료는 pMDI

와 DPI를 통해 가능하나 SMI으로는 LAMA (tiotropium) 치

료만 가능하며 국내에서 시판되어 사용되고 있는 흡입기는 

Figure 1과 같다.

4. 스페이서

흡입기 작동과 동시에 약제 흡입이 어려운 소아나 노인 환

자에서는 pMDI나 SMI를 사용할 경우 약물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스페이서와 같은 보조기구를 

부착하여 사용하면 효과적인 흡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30]. 

스페이서의 부피는 최소 100-700 mL이어야 하고 pMDI 노

즐과 입 사이에 10-13 cm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31]. 

스페이서 챔버와 흡입구 사이에 단방향 밸브를 설치하면 날

숨이 챔버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에어로졸 약물이 

챔버에 그대로 유지되어 필요시 여러 차례 흡입이 가능하다

[32]. 흡입기를 스페이서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약물 분사와 

흡입의 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입자의 크기를 줄여 줌

으로써 구강과 인두 부위에 약물이 침착되는 것을 감소시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기도나 폐로 전달되는 약물의 양을 

2-4배 정도 늘릴 수 있다[33]. 하지만 스페이서 크기가 큰 

경우 휴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구입 비용이 발생되고 청

소를 비롯하여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5. 연무기

연무기는 응급실, 외래,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많이 사

용하고 있는 흡입기이다. 연무기에서 나오는 에어로졸은 직

경이 1-5 μm인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어로졸을 생성하

는 원리에 따라 분사(jet), 그물(mesh), 초음파(ultrasonic) 

Pulmicort
Turbuhalera)

(Budesonide)

ICS ICS/LABA LAMA

SABA

ICS/LABA/LAMA

Symbicort Turbuhalera)

/Rapihalerb),
Duoresp Spiromaxa)

(Budesonide/Formoterol)

Relvar Elliptaa)

(Fluticasone
Furoate/Vilanterol)

Zephirusa)

(Budesonide/Salmeterol)

Atectura
Breezhalera)

(Mometasone/
Indacaterol)

Ventolin
Evohalerb)

(Salbutamol)

Spiriva
Respimatc)

(Tiotropium)
Enerzair
Breezhalera)

(Mometasone/
Indacaterol/
Glycopyrronium)

Seretide Diskusa)/Evohalerb),
Fluterola),
Compona Compactaira)

(Fluticasone Propionate/Salmeterol)

Foster HFAb)/Nexthalera)

(Beclomethasone/Formoterol)

Flutiform inhalerb)

(Fluticasone/Formoterol)

Arnuity Elliptaa)

(Fluticasone Furoate)

Flixotide
(Junior) Evohalerb)/Diskusa)

(Fluticasone Propionate)

Alvesco inhalerb)

(Ciclesonide)

Figure 1. Asthma inhalers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The different types of inhalers approved for asthma in Korea were presented. ICS, inhaled corticosteroid; LABA, 
long-acting ß2-agonist; LAMA: long-acting muscarinic antagonist; SABA, short-acting ß2-agonist. a) Dry powder inhaler. b) Pressurized metered dose inhaler. c) Soft mist 
inh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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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기가 있다[34]. 연무기의 장점은 다양한 약물을 에어로

졸 형태로 변환 가능하고, 약물의 혼합 사용이 가능하며, 환

자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 노인, 호흡

곤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약물의 농도와 용량 조절이 

쉽고 숨 참기 등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평상호

흡만 유지하면 된다. 단점은 사용할 때 5-20분 정도의 시간

이 소요되고 전원 공급이 필요하며 부피와 무게에 따라 휴대

가 불가능할 수 있다.

분사연무기는 호흡기질환의 치료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고 있다. 분사연무기는 에어로졸을 만들기 위해 압축

공기 또는 산소를 사용한다. 벤추리(Ventri)라는 아주 좁은 

구멍으로 압축공기를 통과시키면 빨라진 공기의 속도에 의

해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 압축공기의 분출구에 90°로 모

세관을 세우고 그 반대쪽 끝을 약물에 담그면 그 압력의 차

이에 의해서 액체가 빨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간 액체는 다

른 구멍으로 나오면서 표면장력에 의해 작은 물방울로 변한

다. 이렇게 해서 직경 15-500 μm의 물방울이 형성된다. 비

교적 큰 물방울은 차폐장치(baffle)에 충돌해서 저장소로 다

시 들어가고, 작은 입자들만 연무기 밖으로 나오는 기류에 

포함된다[35]. 분사연무기에 의해 에어로졸로 만들어진 입자 

중에서 폐에 침착되는 정도는 1% 미만에서 10%까지 다양하

다[36,37]. 이는 연무기의 성능, 약물, 작동 환경, 환자의 호

흡 등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분사연무기는 종류에 따

라 속도가 2-8 L/min의 압축공기를 이용하고 압축공기의 

속도와 압력이 높을수록 더욱 작은 크기의 에어로졸을 만

들며 치료시간이 단축된다. 소아에게는 압축유량이 6-8 L/

min 정도 되는 제품들을 추천한다. 분사연무기는 사용할 때 

일정한 잔류량이 생긴다. 이 잔류량의 부피는 0.5-2.0 mL 

정도이고 약물의 양이 잔류량에 가까워지거나 적게 되면 기

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약을 폐로 충분히 전달하

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38].

그물연무기는 압전변환기(piezoelectric transducer)

를 이용하여 고주파 진동을 발생하고 약물이 미세한 그물

을 통과하여 에어로졸을 생성한다. 그물연무기는 초음파 혼

(ultrasonic horn)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고 액체를 밀어 그

물을 통과하는 수동 그물형(passive mesh)과 압전변환기의 

중앙에 1,000-4,000개의 구멍이 있는 그물이 진동하여 액

체를 통과시키는 능동 진동 그물형(active vibrating mesh)

이 있다[39]. 에어로졸의 크기는 그물의 직경에 의해 결정되

며 잔류량이 0.1-0.5 mL로 매우 적다. 크기가 작아 분사연

무기보다 휴대성이 좋고, 조용하며 치료시간이 짧다. 그리

고 수평이 아닌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2차분무가스

와 지속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초음파연무기는 압전변환기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고

주파 진동(1-3 MHz)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진동은 압전변

환기 주변의 용액을 흔들어 여러 크기의 에어로졸로 만든다

[40]. 큰 입자들은 저장소로 다시 돌아가거나 분사기 측면에

서 재순환한다, 초음파연무기는 처음에 환자의 객담 배출을 

돕는 고장성 식염수를 흡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형 연무기

로 도입되었다. 초음파연무기는 진동으로 열을 발산하기 때

문에 단백질 성분을 파괴하는 우려가 있으나 일반적인 흡입

약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형 초음파연무기는 기관지확

장제 흡입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현탁액(흡입스테로이드)이

나 점성 용액(항생제) 흡입에는 적합하지 않다[41].

환자에게 적합한 흡입기 선택

흡입기를 비교한 무작위대조시험에서 흡입기 장치 간 효

능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는 연구 디자인상 비

열등성 또는 동등성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었고 연구에 참여

한 환자들 중 흡입기를 잘 사용하고 순응도가 좋은 환자만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흡입기를 사용하는 현실

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42,43]. 실제 임

상에서 환자에게 올바른 흡입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과 함께 환자의 상황과 선호도를 고려한 흡입기 선택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환자 맞춤의 흡입요법

은 환자 만족도, 치료 순응도와 천식 조절과 관련된 장기적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44]. 하지만 의료진

에게 적절한 흡입기를 환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근거기반의 임상지침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천식진료

지침에서도 흡입기 선택에 대한 적절한 권장사항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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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실정이다.

천식 환자에게 적절한 흡입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환자가 

흡입기 사용법을 인지하면서 자발적으로 흡입기 사용이 가

능한지, 환자가 다양한 흡입기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흡입력

이 있는지, 흡입기 작동과 동시에 약제 흡입을 조화롭게 진

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45]. 노인 천식 환자

나 인지기능 장애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흡입기 사용이 어렵

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스페이서를 pMDI나 SMI와 연결하

여 사용하거나 연무기를 사용한다. 반면 자발적으로 흡입기 

사용이 가능하다면 흡입력이 있고 흡입과 동시에 약제 흡입

이 가능할 경우 pMDI (±스페이서), DPI, SMI 사용이 가능

하며 흡입기 작동과 동시에 약제 흡입이 불가능하다면 DPI

와 SMI를 적용하되 pMDI 사용 시에는 스페이서를 사용해

야 하며, 경우에 따라 SMI도 스페이서에 끼워 사용할 수 있

다. 모든 흡입기는 약물을 성공적으로 기도나 폐로 전달하

기 위한 최소한의 흡입력이 필요하며 pMDI (＞10 L/min)보

다 DPI가 더 높은 흡기 흐름을 필요로 하므로 흡기 흐름이 

충분하고 깊고 빠른 흡입이 가능하다면 DPI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환자의 흡입력이나 조화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In-Check DIAL (Clement Clarke, Harlow, UK)이나 호루

라기, 위약 흡입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평가할 수도 있다[46]. 성인뿐 아니라 모든 연령

의 소아에서도 흡입요법을 통한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으

려면 연령에 따라 적합한 기구를 선택해야 한다[47]. 소아 천

식 환자에서 사용하기 쉽고 휴대가 간편한 pMDI가 널리 추

천되나, 4세 미만에서는 pMDI를 스페이서에 연결하여 안면

마스크로, 4-5세에서는 pMDI를 스페이서에 연결하여 마우

스피스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6세 이상 소아청소년에서는 

pMDI와 DPI 사용이 가능한데, pMDI는 흡입력이 약해도 사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DPI는 환자가 들이마시는 흡입

력에 의해 약물이 나오기 때문에 손동작과 호흡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

택한다. 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협조가 잘되지 않거나 호흡

곤란이 심한 경우 pMDI를 스페이서에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연무기를 사용한다(Table 1) [47].

환자가 흡입기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른 기구로 대체

하는 것이 좋으며 질병조절제와 증상완화제를 처방할 때 여

러 가지 형태의 흡입기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환자에게 혼란

을 초래하고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같은 종

류의 흡입기를 처방하는 것을 추천한다[48]. 아울러 흡입기

를 선정함에 있어 환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의료진에

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도 중

요하다. 환자의 관점에서 흡입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흡

입기의 속성으로는 작동의 용이성, 조작의 단순성, 마우스피

스의 디자인 등이 있으며, 이를 간과하는 경우 치료 순응도

와 임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흡입기 처방 시 

환자와 의사 간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의 

한 부분으로서 환자의 선호도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ure 2) [44,45].

흡입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흡입기의 올바른 사용은 치료 성공에 매우 중요하며 흡입

기 형태가 다양하고 사용법도 장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흡입

기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환자가 올바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자의 흡입기 

사용 숙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므로 주기적인 재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이후 환자가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있

는지 확인하고 교정하는 과정도 요구된다. 특히 흡입기 사용

Table 1. Choosing an inhaler devic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ge (yr) Preferred device Alternate device

0-3 pMDI+spacer with face mask Nebulizer with face mask

4-5 pMDI+spacer with mouthpiece pMDI+spacer with face mask or nebulizer with mouthpiece or face mask

≥6 DPI or pMDI±spacer with mouthpiece Nebulizer with mouthpiece

Modified from The Korean Academy of Asthma,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Korean Guideline for Asthma 2021. Seoul: The Korean Academy of Asthma,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2021 [47].
pMDI, pressurized metered dose inhaler; DPI, dry powder inh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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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환자나 소아 환자는 환자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Figure 2) [45]. 환

자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의료진도 흡입기 사용법과 특

성에 관한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환자에게 교육시키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흡입기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pMDI는 (1) 흡입기 캡을 열고 L자 형태로 잡은 다음 3-4

차례 흔들고, (2) 흡입기에서 몸을 돌려 완전히 숨을 내쉰 다

음, (3) 흡입구 주위에 치아와 입술을 놓고 천천히 흡입을 시

작하면서 밸브를 눌러 작동시키며, (4) 이후 성인의 경우 5초

간(소아는 2초 이상) 깊고 천천히 숨을 계속 들이마시고, (5) 

흡입 후 5-10초 동안 또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

다가 내쉬며 사용이 끝난 다음 흡입기 캡을 닫는다. pMDI를 

2회 이상 사용해야 하는 경우 15-30초의 간격을 두고 시행

하되 위의 단계를 반복한다.

DPI는 흡입기 간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사용

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환자는 (1) 각 흡입기별

로 약물을 장전하여 준비하고, (2) 흡입기에서 몸을 돌려 완

전히 숨을 내쉰 다음, (3) 흡입구 주위에 치아와 입술을 놓고 

빠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4) 흡입기를 입에서 떼고 

4-10초 동안 또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내

쉬며 사용이 끝난 다음 흡입기 캡을 닫는다. 단일 용량 캡슐 

흡입기의 경우 2번에 걸쳐 흡입을 하거나 1회 흡입 후 캡슐

의 분말이 비었는지 확인하며 분말이 남은 경우 한 번 더 흡

입한다.

SMI는 (1) 흡입기를 흔들 필요없이 흡입기 캡을 닫은 상

태에서 한 손으로 흡입기를 똑바로 잡고 다른 손으로 흡입기 

하단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캡을 

열고 pMDI와 유사하게, (2) 흡입기에서 몸을 돌려 완전히 숨

을 내쉰 다음, (3) 흡입구 주위에 치아와 입술을 놓고 측면의 

통풍구를 막지 않도록 하여 천천히 흡입을 시작하면서 흡입

기 측면의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며, (4) 이후 깊고 천천히 숨

을 계속 들이마시고, (5) 흡입 후 10초 동안 또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내쉬며 사용이 끝난 다음 흡입기 

캡을 닫는다. pMDI와 마찬가지로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기 중에 분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흡입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pMDI와 DPI인 경우, 구강에 

남아 있는 약제로 인하여 국소 부작용인 구강칸디다증, 목소

리 변성과 상기도 자극에 따른 기침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

로 흡입 후 반드시 입안을 물로 잘 헹구거나 양치를 통해 남

은 약제를 제거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소아와 성인은 모든 크기의 스페이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스페이서 용적과 사용하는 흡입기에 따라 약물 흡입량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어린 소아에서는 부피가 작은 스

Patients' preferences
for inhaler devices

Conscious
Inhalation

No

Yes

Changing inhaler devices

Unsuitable

Suitable

Patient education

Check

Confirm

Correct

Maintenance

pMDI/SMI with spacer or Nebulizer

Coordination Yes or No Yes No

Brisk, Deep inhalation Yes Yes or No Yes or No

Sufficient inspiratory flow Yes or No Yes or No Yes or No

Inhaler choice DPI pMDI/SMI
pMDI with spacer 
SMI or SMI with spacer

Figure 2. Algorithm for choosing an optimal inhaler device based on the patient’s characteristics. pMDI, pressurized metered dose inhaler; SMI, soft mist inhaler; DPI, 
dry powder inh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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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서(350 mL 미만)를 선택한다[49]. 일반적으로 약물을 

한 번 분사시키고 소아인 경우 5-10회 평상호흡하면 충분하

며 성인은 천천히 깊게 한 번에 들이마시거나 2-3차례 평상

호흡으로 흡입할 수 있다. 2회 이상 분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여러 번 분사하지 않고 1회 분사 후 흡입하는 방법

을 반복한다. 흡입기를 분사하고 흡입할 때까지 시간이 지연

되면 약물이 흡수되는 양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약물 전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사 직후 최대한 빨리 흡입을 시작

해야 한다. 만일 의료진 또는 보호자가 소아에게 약물을 투

여하는 경우에는 스페이서의 마우스피스를 어린이가 물고 

준비가 되었을 때 분사시켜야 한다. 안면마스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입과 코에 밀착시켜 약물 손실을 피해야 한

다. 환자가 밸브가 포함된 스페이서를 통해 흡입하는 경우에

는 밸브가 움직이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플라스틱 스페

이서에 생기는 정전기가 약물 입자를 벽에 축적시켜 폐에 전

달되는 약물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 1주일에 한 번 중성세제를 푼 물에 담구어 세척하고 흐

르는 물에 헹군 후 물기를 닦지 말고 자연 건조한다[50]. 만

일 환자나 의료진이 응급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플라스틱 스

페이서를 가지고 있다면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척하여야 한다.

연무기는 스페이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영아와 

일부의 소아 그리고 성인 환자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연무기

로 만들어진 에어로졸은 마우스피스나 안면마스크를 이용하

여 흡입한다. 앉은 자세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안면마스크를 

사용하면 약물 손실이 많고 눈에 닿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우스피스나 안면마스

크 모두 구강호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흡입기 사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천식 환자들이 흔하게 범

하는 오류로는 (1) 흡입기 사용 전 충분히 숨을 내쉬지 않거

나, (2) 흡입기 사용시 턱이 약간 위로 향하도록 고개를 들

지 않고 흡입기 종류에 맞게 숨을 적절하게 들이마시지 못

하거나, (3) 약물 흡입 후 숨을 참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

서 의료진은 환자가 흔히 범하는 오류를 파악하여 흡입기

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데, 흡

입기 사용을 위한 여러 교육 방법 중에는 환자에게 직접 샘

플을 이용해서 구두로 사용법을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효

과적이며 서면이나 삽화로 구성된 교육 책자나 시청각 자

료, 대화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

다. 현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www.allergy.or.kr), 대한

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www.kapard.or.kr), 한국천식알

레르기협회(www.kaaf.org)나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에서는 흡입기 사용법 동영상과 교육용 책자를 제작하여 안

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 질환으로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며 ICS를 기반으로 한 흡입요법은 천식치

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흡입요법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알맞은 흡입기를 처방해야 하며, 흡

입기 사용법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흡입기를 올바르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흡입기를 처방할 경우 흡입

기의 자발적인 사용 여부, 약물 입자가 전달되기 위한 충분

한 흡입력과 조화 여부를 살피고 흡입기에 대한 환자의 선호

도를 고려해야 한다. 흡입기 사용 시 충분히 숨을 내쉰 다음 

pMDI와 SMI는 천천히 깊게, DPI는 빠르고 깊게 흡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흡입 이후에는 충분히 숨을 참는 과정이 필요

하다. pMDI나 SMI를 스페이서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약

물 전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분사 직후 최대한 빨리 흡입을 

시작해야 하며 한꺼번에 여러 번 분사하지 않도록 한다. 영

유아, 노인, 호흡곤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연무기 치료 

시 마우스피스나 안면마스크 모두 구강호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환자 특성에 맞춘 흡입기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써 효과적인 천식치료가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천식 조절 목

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찾아보기말:  천식; 약물치료; 흡입기; 정량흡입기; 건조분말흡

입기; 연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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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기도의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알레르기질환인 천식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으로 추천하

고 있는 흡입제의 사용 방법에 관해 최신 문헌을 정리하여 설명

하고 있다.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기관지확장제 흡입 치료는 성인

과 소아 천식 치료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효

과적인 흡입 약물의 이용이 가능하고 흡입기 제조 기술이 발전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진료에서 흡입요법 처방 비율은 여전

히 낮은 편이다. 이 논문은 흡입기를 처방할 경우 흡입기의 자발

적인 사용 여부, 약물 입자가 전달되기 위한 충분한 흡입력과 조

화 여부를 살피고, 흡입기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

이 중요함을 잘 설명하고 있어 천식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현장

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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