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5 월 11 일
가족 여러분께,
건강 및 안전이 저희의 가장 우선 과제이며 뉴욕시 보건 및 정신 위생청(뉴욕시 보건청)과
교육청(DOE)은 뉴욕시의 학생, 가족 및 직원의 안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COVIC-19) 전염병 관련 바뀌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청은 뉴욕시 및 기타 지역에서 어린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건강 문제인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Pediatri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또는 PMIS 라고 부르는
케이스들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청은 또한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PMIS 및 코로나바이러스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이 질병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의 상관 관계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PMIS 는 드물게 발생하며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으로, 병의
증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지속적으로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다음과 같은 기타 증상을 보입니다:
 과민성 또는 활기 없음
 다른 원인을 알 수 없는 복부 통증
 설사
 구토
 발진
 결막염 또는 붉은색 또는 분홍색 눈
 목 한편의 림프절(“선”)이 부음
 붉은색, 입술 갈라짐 또는 딸기 색 같은 붉은색 혀
 또한 손과 발이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하며 부음
자녀분이 아프고 지속적으로 열이 난다면 의사에게 전화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자녀분의 증상을 물어보고 그 증상을 바탕으로 다음에 취해야할 조치를 추천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자녀분이 심각하게 아프다면,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시거나 즉시 911 로 전화하십시오.
아직 이 질병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관련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학부모 및 학생
여러분들께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T&I 31385 Update for Families_PMIs May 11 2020 (Korean)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이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따르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뉴욕주 행정 명령 번호 202.17 항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2 세 이상의 얼굴을 가리는데 건강문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집 밖에 나갈
때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와 위생 관리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집 밖으로 나갈 때, 어른과 아이들은 언제든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손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시고 자녀가
자주 손을 씻도록 확실히 도와 주셔야 합니다.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전은 지속적으로 저희의 가장 우선 과제이며 저희는 계속 학생, 가정 및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모든 지침을 따르고 모든 적절한 방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311 로 연락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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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보건청에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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