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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정부가 아동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준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고 발표  

  

보건부는 뉴욕 게놈 센터 및 록펠러 대학과 협력하여 아동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게놈 및 RNA 염기서열분석 연구를 실시  

  

병원에서 가와사키병이나 독성 쇼크 유사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가진 소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 사례를 73건 보고, 이 질병은 어린 뉴욕 주민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준 개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뉴욕 게놈 센터(NY Genome Center) 및 록펠러 대학(Rockefeller University)과 

협력하여 아동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과 이 증후군의 유전적 근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게놈 및 RNA 염기서열분석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주로 학령기 아동이 코로나19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가와사키병 유사 증상 및 

독성 쇼크 유사 증후군을 겪는 사례가 73건 보고되었습니다. 이 병은 뉴욕시의 5살 아동,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7살 아동, 서퍽 카운티의 10대 한 명을 포함하여 세 명의 어린 

뉴욕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뉴욕 주민은 즉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장기간 발열(5일 초과)  

• 밥 먹이기(유아)가 어렵거나 통증이 심해 액체를 마시지 못하는 경우  

• 심한 복통, 설사 또는 구토  

• 피부색의 변화 - 창백, 반점 및/또는 푸른 빛을 띰  

• 호흡 곤란 또는 매우 빠른 호흡  

• 빠른 심장 박동 또는 가슴 통증  

• 소변 횟수 감소  



 

 

• 기면, 과민성 또는 혼란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으며, 이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린 뉴욕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현재 코로나19의 합병증으로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73건의 아동 

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어린 뉴욕 주민 세 명이 이미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뉴욕에 이 질병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개발하도록 요청했으며, 

주정부는 뉴욕 게놈 센터 및 록펠러 대학과 협력하여 이 질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소식이지만, 더 많은 사실을 연구하고 부모님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보건부는 "코로나19 관련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중증 감염질환에 대한 권고를 발행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증후군의 상태, 검사 및 보고 지침에 대해 알렸습니다. 병원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21세 미만 환자의 모든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을 보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들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만을 나타내지만, 영국에서 소아 

코로나19와 심각한 염증성 질환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염증 

증후군은 가와사키병 및 독성 쇼크 증후군과 유사한 특징이 있으며 급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며칠에서 몇 주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열, 복부 증상, 

발진, 심한 경우 집중 치료가 필요한 심혈관 증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의 조기 진단과 주요 치료를 포함한 전문가 의뢰가 필요합니다. 위의 증상을 

보이는 소아는 코로나19에 대한 분자 및 혈청학적 검사를 받기를 권장합니다. 대다수의 

환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었으며, 일부는 SARS-COV-2에 대한 분자 검사에서, 

일부는 혈청학적 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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