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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제 아기의 의료 제공자에게

전화해야 하나요?
아기가 다음과 같은 COVID-19 증상을 보일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 100°F (37.8°C) 이상의 발열

• 깨우는 데 어려움

• 울거나 젖 먹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함

• 신경질 또는 과민성

•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 호흡 곤란:

o 분당 60회 이상의 호흡과 같은 1, 
빨라진 호흡

o 숨 쉴 때 평상시보다 배가 더 들어감
o 숨 쉴 때마다 늑골 및 쇄골 부위의
피부가 안으로 당겨짐

o 콧구멍 벌렁거림
o 숨 쉴 때마다 머리를 위아래로
까딱거림

o 천명 또는 앓는 소리와 같은 잡음이
섞인 호흡

o 숨을 쉬기 위해 젖 또는 젖병을
떼어냄

• 다음과 같은 피부에 변화:
o 땀이 나거나 땀으로 촉촉해진 피부
o 얼룩덜룩해짐, 창백해짐, 또는 파란

빛이 돔

• 콧물

• 기침

• 구토

• 설사

• 부실한 수유

• 다음과 같은 탈수의 기색:

제아기에게언제 911을불러줘야

하나요?
아기가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발현할
경우, 즉각적인 의료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 15초 이상 숨을 쉬지 않음.
• 숨을 헐떡거리는 것과 같이, 호흡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입술, 손톱 및 잇몸 부위가 눈에

띄는, 파란빛 도는 피부를 보임. 짙은
피부 색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 아이의 호흡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 아기를 깨울 수 없음.
• 발작 또는 경련이 있음.

911을부를 경우, COVID-19에걸렸거나
걸렸을수 있는 영아 또는 아이를 위한
도움을요청한다고교환원에게
알리십시오.

1 아이의 호흡율 계산 방법: 아기의 수면 도중, 30초간 배가

오르내리는 횟수를 셉니다. 한 회의 오르내림이 한 회의
호흡입니다. 횟수를 2배로 곱하면 분당 호흡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호흡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 빠르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Guidance for Infants and Children: 0-30 Days Old

When do I call 911?

0-30일 된 신생아를 돌보는 보육인 또는 부모 대상 지침

언제 911을불러야하나요?

o 마른 입술 또는 입안

o 소량의 소변 (24시간 내에 4번에서
6번 미만)

o 눈이 패임
본 목록은모든 가능한증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극심한 또는 걱정되는

증상에대해서는 본인의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