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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서 17세사이의영아및아이를돌보는보육인
또는부모대상지침

• 놀이 도중 평상시보다 잦은 휴식 또는
친구들에게 뒤쳐짐

• (영아 또는 유아의 경우) 숨을 쉬기 위해
젖 또는 젖병을 떼어냄

아이에게가장 흔히 나타나는 COVID-19 증상은기침
및/또는발열입니다.

본 목록은 모든 가능한 증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극심한 또는 걱정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1
아이의 호흡율 계산 방법: 아이/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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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제 아기 또는 아이의 의료
제공자에게 전화해야 하나요?
영아 또는 아이가 다음과 같은 COVID-19 증상을
보일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 100°F (37.8°C) 이상의 발열
• 과도한 졸음 또는 깨우는 데 어려움
• 신경질, 과민성, 또는 혼란
• 새로 발현한 미각 또는 후각 상실
• 다음 중 하나라도 새로 발현한, 또는

평상시와 다른 증상:
• 위 또는 복부 통증
• 두통
• 비충혈 또는 콧물
• 기침 또는 인후염

• 이유 없는 근육통
• 오심 또는 구토
• 설사
• 식욕 부진 (신생아의 경우, 부실한 수유)
•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 호흡 곤란:

• 다음과 같이 빨라진 호흡1

o 0-2개월 사이 신생아의 경우, 일
분마다 60회 이상의 호흡

o 2개월에서 1세 사이 영아의 경우, 
일 분마다 50회 이상의 호흡

o 1세에서 2세 사이 유아의 경우, 
일 분마다 40회 이상의 호흡

• 숨 쉴 때 평상시보다 배가 더 들어감
• 숨 쉴 때마다 늑골 및 쇄골 부위의

피부가 안으로 당겨짐
• 호흡을 돕기 위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딱딱한 표면에 팔을 누르며
앉음

• 콧구멍 벌렁거림
• (영아의 경우) 숨 쉴 때마다 머리를

위아래로 까딱거림
• 천명 또는 앓는 소리와 같은 잡음이

섞인 호흡

언제 911을불러야하나요?

Guidance for Infants and Children: 1 month to 17 years old

When do I call 911?

제 아이에게 언제 911을 불러줘야
하나요?

영아 또는 아이가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발현할
경우, 즉각적인 의료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 15초 이상 숨을 쉬지 않음.
• 숨을 헐떡거림, 극도의 천명, 콧구멍

벌렁거림, 앓는 소리 냄, 또는 숨 가듬
없이는 걷거나 말을 하지 못함과 같은
극도의 호흡 곤란.

• 특히 입술, 손톱 및 잇몸 부위가 눈에 띄는, 
파란빛 도는 피부. 짙은 피부 색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 아이의 호흡과
행동을 유의해서 지켜보십시오. 

• 사라지지 않는 흉부 통증 또는 압박감.
• 혼란스러워 하거나 대단히 과민하게 행동함.
• 무의식 상태 또는 깨우는 데 대단한 어려움.
• 새로 발현한 또는 악화되는 발작 또는 경련.

911을 부를 경우, COVID-19에걸렸거나걸렸을 수 있는
영아 또는 아이를 위한 도움을요청한다고교환원에게
알리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