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중증 코로나19의 치료와 사례 정리
► 소아청소년의 COVID-19 감염증의 대부분은 경증이었으나, 드물게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소아 중증 COVID-19의 위험인자는 신경학적 이상, 발달 지연, 다운 증후군 등 유전학적 이
상, 비만, 만성 심폐질환, 면역저하를 동반한 질환이다.
► 소아 중증 SARS-CoV-2감염 임상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고, 치료에 대한 권장 사항은
성인 환자에서의 결과와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소아의 COVID-19 진행 위험에 기반한
다.
► 소아에서는 SARS-CoV-2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 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예방 교육
을 하며, 소아 코로나19 백신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1. 소아청소년 중증 COVID-19의 위험인자
-

국내 2021년 10월 20일 기준, COVID-19 감염증은 10-19세가 31,025명(9.01%), 0-9세가
19,375명(5.62%)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없었다[1].

-

18세 이하의 소아 COVID-19 감염은 전세계적으로 2-5%로 추정된다. 대부분 경한 증상을
보였으나, 드물게 중증으로 진행한 사례들이 있었고, 소아의 중증 COVID-19의 위험 요인
은 비만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하였다[2].

-

미국, 콜로라도에서 소아청소년 COVID-19 감염증 454명을 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의 영
아, 소아 당뇨, 면역 저하, 조산 출생의 병력, 천식, CRP 상승이 소아 중증 코로나19 질환
의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3].

2.

미국 NIH 소아 COVID-19 치료 가이드라인(2021년 4월 21일) 요약[4]

-

소아에서 COVID-19 감염의 병인과 임상에 대한 자료, 관찰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소
아의 placebo-controlled randomized clinical trial는 없다.
권장 사항은 성인 환자의 결과와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소아의 질병 진행 위험에

-

기반한다.
권고수준

A= 강하게 권고; B= 중등도로 권고; C = 선택적 권고

근거수준

I= 하나 또는 이상의 주요 제한 없는 무작위 시험; IIa= 무작위 시험 또는
무작위 하위 그룹 분석; IIb= 비무작위 시험 또는 관찰 코호트 연구; III= 전
문가 의견

◼


Remdesivir (베클루리주, Veklury®)
12세 이상 COVID-19 감염 소아에서 중증 위험인자를 가지고,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 (BIII)



16세 이상 COVID-19 감염 소아에서, 중증 위험인자는 없으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BIII)



12세 이상 40kg 이상 소아에서 사용 허가되었고, 미국 식약청(FDA) 긴급사용승인을 통
해 3.5kg-40kg 또는 12세 미만, 3.5kg 이상 소아 COVID-19 환자에서 치료.

◼

모든 연령의 COVID-19 소아에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 소아 감염질환 전문가와 상
의하여 remdesivir를 사용(CIII)

◼

Dexamethasone: 고유량 산소, 비침습 기계환기, 침습적 기계환기 또는 에크모가 필요한 소
아에서 사용 권고(BIII)


낮은 수준의 산소만 (예: 비강 캐뉼라) 필요한 소아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권고되지 않음.
심각한 면역 저하가 있는 소아의 중증 COVID-19 소아의 치료에 dexamethasone의 사용
은 평가되지 않았고, 해로울 수 있으며, 사례별로 사용이 고려되어야 함.



Dexamethasone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prednisolone, methylprednisolone, hydrocortisone
으로 대체하여 사용 고려될 수 있음.


◼

Dexamethasone의 소아 용량은 0.15mg/kg/dose(최대 6mg)을 하루 한번 10일까지 사용.

중증 위험 인자가 있는 COVID-10 감염 소아에 대해 SARS-CoV-2 단일클론항체를 사용하는
데 대해 사용을 권장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불충분함.

◼

회복기 혈장: 기계환기가 필요하지 않은 COVID-19 소아에게 권장하지 않고, 기계환기를 사
용하는 소아 COVID-19 감염에서도 권장하지 않음(AIII).

◼

Corticosteroid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아 COVID-19 치료를 위해 remdesivir 와 baricitinib을 병
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거나 반대할 만한 자료는 불충분함.

◼

COVID-19 소아 또는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C)에서 tocilizumab을 사용 또는 반대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함. 임상 시험을 제
외하고, 소아 COVID-19 와 MIS-C에서 sarilumab을 권장하지 않음(AIII).

◼

MIS-C는 소아와 젊은 성인에서 발병할 수 있는 SARS-CoV-2의 중증 합병증임. MIS-C의 치료
는 다학제 팀과 상의하여 immunomodulating therapy를 고려할 수 있음(AIII). 정맥용 면역글
로불린과(또는) corticosteroid는 일반적으로 1차 치료로 사용되고, interleukin-1 길항제는 불
응 사례에서 사용되고 있음. Immunomodulating therapy의 최적 조합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

3. 소아 중증 COVID-19 사례 정리
◼

국내, 2021년 5월, 9세 남아로 과거력상 기저질환은 없으나, BMI 27.6(99.8th) 비만한 소아

를 보고 하였다. 코로나19로 진단 후 폐렴, 고열, 호흡곤란이 빠르게 진행하며, 호흡수 분
당 48회, 산소 요구량 증가, 입원 2병일부터 remdesivir 와 dexamethasone 투여, 입원 4
병일부터 해열되었다[5].
◼

스페인, 다기관 관찰연구에서 remdesivir를 compassionate use 로 투여한 SARS-CoV-2 소
아 8명을 분석하였다. 연령 중앙값은 5세였고(사분위 4개월~11.6세), 6명이 PICU 치료가
필요하였다. 7명은 remdesivir 관련된 부작용 없이 치료되었고, COVID-19 첫 증상이후 늦
게 remdesivir가 투여된 1명은 사망하였다. 기저질환이 있던 4명의 과거 병력은, 1세 여아
조산 출생(재태연령 29주)의 간질성 폐질환 동반, T-cell ALL의 9세, 간질성 폐질환이 있는
dermatomyositis의 11세 여아(사망),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던 bronchiolitis obliterans
organizing pneumonia(BOOP), 폐 대엽절제 병력의 15세 여아였다[6].

◼

스페인, 2020년 11월, 13세 남아로 천식의 과거력이 있었고, SARS-CoV-2 로 인한 심한 폐
렴과 함께 저산소증이 있어 dexamethasone과 remdesivir를 사용, 투약 3일째 무증상의
동성 서맥(심박수 40/min)이 관찰되어 remdesivir 투여 중단한 사례였다. 동성 서맥은
remdesivir 가 adenosine 아날로그 약물로, atrioventricular node 차단의 부작용으로 나타
날 수 있다[7].

◼

2020년 3월과 4월에 입원한 77명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미국 58명(75%), 영국 7명
(9%), 스페인 6명(8%), 이탈리아 4명(5%), 프랑스와 독일 각1명)에 대한 연구에서
remdesivir의 compassionate use로 투여한 SARS-CoV-2 환자를 분석하였다. 연령 중앙값
은 14세였고, 환자 중 79%는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동반 질환이 있었는데, 천식(9%)을
포함하여 폐와 흉부의 문제가 29%, 비만(13%)을 포함한 대사질환은 22%, 29%는 선천 질
환, 5%는 뇌성마비, 17%는 신경학적 질환, 6%는 조산 출생 병력이 있었다. 이들 중 39명
(51%)은 침습성 기계환기를 하였는데, 이 중 1명은 에크모를 사용하였다. 비침습 기계환
기는 6명, 14명은 고유량 산소, 10명은 저산소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4명의 사망자가 있
었고, remdesivir의 중증 부작용은 16%였다. 간기능 검사에서 AST/ALT 가 상승한 경우는
79%였고, 정상의 5배 이상 상승한 경우가 34%로 나타났다[8].

◼

그리스, 3세 소아로 주산기에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으나, 13개월에 RSV와 adenovirus 동
시감염으로 인한 post-infectious bronchiolitis obliterans (PIBO)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중
증 COVID-19 사례를 보고하였다. 22개월까지 inhaled fluticasone과 salbutamol, 저용량
경구 azithromycin, montelukast를 투약하고 있었고, 4-6주마다 methylprednisolone을
pulse 용량으로 사용하였으며, 1-2L/min의 산소를 투여하고 있었다. 1일간의 발열로 응급
실 방문하였으며, 산소는 3L/min로 증량하였고, 당시 상기도 PCR에서 Ct 값은 21이었다.
정맥주사로 dexamethasone을 사용하였고, 질병 4일째부터 remdesivir를 5일간 사용하였
다. 특별한 약물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고, remdesivir 투약 24시간 이후부터 산소 투여량
은 환자의 기저치인 2L/min으로 감소되었고, 입원 11일후 퇴원하였다[9].

◼

미국, 2020년 3월 단일기관 소아청소년, 코로나19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입원환자 38
명과 95의 외래 환자가 대상이었고, 입원 환자 38명의 천식 빈도는 34.2%였고, 38명중
천식이 없던 환자에서 remdesivir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고, 산소 치료를 한 경우도 많았
다. 천식 환자에서는 흉부 x-ray도 덜 심했고, SGOT/SGPT도 정상이거나 천식이 없었던
소아보다 낮았으며, 소아 천식이 소아 중증 COVID-19의 위험인자라는 증거는 없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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