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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그러한 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자제해주십시오.

*천식 관리 계획, 천식 유발요인 추적기 및 학교 안내 자료를
https://health.ny.gov/diseases/asthma/brochure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식 이해하기
알고 계셨습니까...?
• 천식은 폐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질환입니다.
• 천식이 있으면 기도에 염증이 생기고 기도가 좁아져 숨을 쉬기 어려워집

니다.
• 일반적인 천식 유발 요인으로는 연기, 털이나 깃털이 있는 애완동물, 먼지,

곰팡이 및 특정 화학 제품 등이 있습니다.  천식 유발 요인은 사람마다 다
릅니다.

• 연기, 먼지, 곰팡이와 같은 천식 유발 물질이 여러분의 기도로 들어올 때,
천식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식 발작이 일어나면, 가슴이 조이거나
심한 기침을 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으며, 숨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 천식 증세를 조절하지 못하면 기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천식이 심각
한 숨 가쁨을 유발하는 경우 곧이어 생명 또한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천식에 치료법은 없지만, 천식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천식이 있는 사람들도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
니다.

• 뉴욕주에서는 성인 10명 중 1명(성인 165만 명), 어린이 12명 중 1명(3만6
천 명에 가까운 어린이)이 천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1

다음 사항을 꼭 알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천식 증세 예방 
과 여러분  

혜택 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Medicaid 카드에 기재된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Medicaid 혜택을 잘 이용하시
면 천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진료 방문, 여러분의 의료 서비스 제

공자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생
각과 기분을 전달하여 천식 관리 계
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약물과 흡입기, 천식 증상을 조절하
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식 가정 상담,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의 지침에 따라, 여러분의 천식 유발
인자를 확인하고 천식 자가 관리 기
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천식 자가 관리 교육 서비스, 허가
및 인증을 받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천식 자가 관리 교육 서비스를 통해
천식 관리 절차를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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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관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일정을 잡고 정기적으로 진료 방문을 해주십시오.
•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천식 관리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주십시오.  

증상을 관찰하고 천식을 조절하기 위해 해당 계획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십
시오.

• 약을 복용하고 흡입기를 사용하라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에 따라주
십시오.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천식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이러한 지시들
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 천식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그러한 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자제해주십시오.*
• 가정 내 천식 유발 요인을 줄여주십시오.
• 여러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천식 자가 관리 교육 및 천식 진료 가정

상담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만약 여러분의 아이에게 천식이 있다면, 아이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교직

원들과 협력하여 학교 내 천식 관리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1. https://www.health.ny.gov/statistics/ny_asthma

건강한 삶을 위해 스스로에
게 맞춤형 건강 조언가가 
되어 주십시오! 
Medicaid 혜택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