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MIS-C)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이 무엇입니까?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MIS-C)은 COVID-19와 연관된 새로운 질병으로, 뉴욕시(NYC)와 다른
곳에 있는 어린이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이전에는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 또는
PMIS로 불렸습니다.
MIS-C는 가와사키병과 독성쇼크증후군 등 다른 심각한 염증 질병과 유사합니다. MIS-C가 있는
어린이는 심장과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IS-C는 흔하지 않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 증후군이 있는 어린이는 병세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보일 수 있는 징후나 증상을 파악하여 즉시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IS-C에는 어떤 징후와 증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어린이에게 여러 날 동안 지속되는 열(화씨 100.4도 또는 섭씨 38.0도 이상의 체온)과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다른 일반 증상:
• 과민해지거나 활동 감소
• 복부 통증(다른 설명 불가)
• 설사
• 구토
• 발진

•
•
•
•

결막염(붉은 눈)
섭식 불량
붉고 갈라진 입술이나 붉고
우툴두툴한 혀(딸기 같음)
부은 손과 발(붉게 될 수도 있음)

언제 아이의 주치의에게 연락하거나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 합니까?
아이가 열이 지속되면서 상기 증상 중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주치의에게 연락하십시오. 주치의가
아이의 증상에 관해 질문한 후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 조치를 권할 것입니다. 아이의 병세가
심각하면 즉시 가까운 응급실에 가거나 911번에 전화하십시오.
MIS-C는 전염됩니까?
MIS-C가 전염성은 아니나 아이에게 전염이 되는 COVID-19나 다른 감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할 때 감염증 통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MIS-C 치료법이 있습니까?
현재 MIS-C가 있는 어린이는 신체의 면역계와 염증 반응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을 비롯해 여러 다른
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장과 신장, 기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약물이 투여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MIS-C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가 COVID-19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면 가리개와 손 위생, 물리적
거리 두기가 COVID-19를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저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COVID-19
감염증의 예후가 좋지 않을 위험이 더 큽니다. 그러니 예방 조치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NYC 보건부에서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권장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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