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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나필락시스 쇼크 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 19 대유행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일전에 안내해 드렸지만,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재 안내해 드리오니,
귀 자녀가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항상 급식 식단표를 식사 전에 확인할 수 있도
록 당부 드립니다.
(식품(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급식의 식단표 알레르기 유발식품 번호 꼭 확인))

◆ 아나필락시스 쇼크 ◆
아나필락시스(아나필락틱 쇼크)란 특정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극소량만 접촉
해도 전신에 걸쳐 증상이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주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즉시
치료가 이루어지면 별다른 문제없이 회복되지만,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1. 원인
아나필락시스는 어떤 특정한 물질에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이 그 물질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데, 주로
페니실린계열의 항생제나 해열진통제, 벌에 쏘이거나 곤충에 물렸을 경우, 백신, 그리고 달걀, 땅콩, 해
산물, 과일을 포함한 음식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증상
과민반응 물질에 접촉한 직후부터 대부분 1시간 안에 기침, 흉통, 입과 손발에 저린 감각, 빈맥, 소양
증을 동반한 발진,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어 호흡곤란, 저혈압, 의식 소실 등이 나타나 사망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진단
아나필락시스의 진단은 주로 병력과 증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진단 포인트는 비교적 멀
쩡했던 사람이 특정 물질에 노출된 후 급속하게 진행되는 다장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피부, 호흡
기, 심혈관, 소화기계).
4. 예방법
한 번이라도 벌레나 음식,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물질을 미리 알고 피해야 합
니다. 하지만 원인물질을 규명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특정 물질을 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 번이라도 아나필락시스를 경험
한 환자는 반드시 알레르기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재노출의 위험이
높다면 휴대용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아야 하고, 특수한 면역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이나 약물, 원인 물질은 학생 본인에게 알려주어 항상 인지하도록 해주시고,
그런 음식이나 약물을 섭취하지 않고 원인 유발물질은 피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처: www.daum.net / 건강지식-서울아산병원질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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