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더럴웨이 공립 학교 
 건강 기록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남      여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I.D.: 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자료는 학교 수업 중 자녀에게 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어떤 긴급 사황이 일어나더라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학교의 간호사가 추가 질문을 하기 
위해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에게  다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해당  항목  모두  표시하십시오)                    “예”라고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알레르기 (꽃가루, 먼지, 동물, 음식 등.)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아니오   예 _____**”예”라면, 뒷장을 작성해 주십시오**____________ 
천식        아니오   예_____**”예”라면, 뒷장을 작성해 주십시오**_____________ 
심장 질환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서적 건강 문제       아니오   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형 외과적 문제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작                      아니오   예_____**”예”라면, 뒷장을 작성해 주십시오**_____________ 
신경계 질환       아니오   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뇨병       아니오   예  ___**”예”라면, 뒷장을 작성해 주십시오**______________ 
선천적 결함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 또는 방광 문제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각 상실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빈번한 귀의 감염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언어의 문제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의력 집중 장애/주의력 집중 과잉행동 장애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만 동그라미치시오)                             
혈액의 문제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심한 두통 혹은 편두통 (하나만 동그라미치시오)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경/ 콘택트 렌즈 착용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심각한 시력 문제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성 질환 혹은 장애                                                                        아니오   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건강 문제                                                                                아니오   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가 운동 중이나 운동 후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 
러움, 실신, 혹은 기절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물  치료  
약을 집에서 정기적으로 먹고 있습니까?         아니오           예      약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에서 약을 먹어야 합니까?*         아니오           예      약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워싱턴 주의 법에 의하면 처방 의약품 혹은 일반 의약품 할 것 없이 어떠한 약물이건 허가된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부모/보호자의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학교에서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서류 양식은 학교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체육  면책  진술문  
정규 체육 활동에 자녀가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녀는 체육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으며 허가된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신체 검사 없이 체육에 참여하게 할 것과 교육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이가 체육 시간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건강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 알리겠습니다. 
학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건강  기록  통보  동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알리는 것은 학생의 건강 혹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한합니다.  아래에 서명하시면 필요시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간호사가 예방책, 치료, 위급 상황 계획을  위해서 학생의 건강 정보를 교직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체 상황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학교에 알릴 것임을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학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날짜: _______________ 
    
양식 420                                                                                                                      뒷장에 계속      
과민증  
자녀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알러지가 있으면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자녀는 어떤 것에 대해 알러지가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자녀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에피펜 처방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주의 법에 따르, 에피펜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 다니기 전에 의사의 서면 지시와, 학교 내에 먹을 약, 학부모와 보호자가 서명한 간호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간호 계획의 시행을 돕기 위해 학교의 간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뇨병   
자녀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면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당뇨병 치료를 위해 자녀가 인슐린을 사용합니까?                          예           아니오          
2. 자녀의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병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 

주의 법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 다니기 전에 의사의 서면 지시와, 학교 내에 먹을 약, 학부모와 보호자가 서명한 간호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간호 계획을 시행을 돕기 위해 학교의 간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천식  
자녀에게  천식이  있으면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천식을 얼마 동안 앓았습니까? ______ 년   _____ 개월 
2. 작년에 천식 때문에 학교에 몇 일 결석했습니까? ______________ 
3. 작년에 자녀가 몇 번 : 

• 천식으로 하룻밤 이상 입원을 했습니까? (하나만 표시하십시오)          없음             1             2-4     5+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하나만 표시하십시오)         없음             1             2-4    5+ 
• 정기 검진이 아닌 천식으로 인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까? (하나 표시)                     없음            1             2-4     5+ 

4. 자녀가 천식 발작을 하기 전에 보여주는 조기 경고 신호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 표시) 
    기침         감기증상         최대 유량 하락        천명(쌕쌕거림)       운동 저하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천식 때문에 집에서 먹는 약의 종류를 다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자녀가 호흡기를 학교에서 갖고 있어야 합니까?                   예 (의사 동의서가 요구됨)              아니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작  

자녀에게 발작이 있는 경우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1. 자녀가 발작 혹은 간질이라고 진단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어떤 종류의 발작을 일으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발작 전 보여주는 조기 경고 신호나 행동의 변화에 대해 써 주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자녀의 마지막 발작은 언제였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발작 이후 자녀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발작 때문에 집에서 먹는 약의 종류를 모두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학교에 발작을 위한 자녀의 응급 처치 약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오         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의 법에 따르면, 발작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취할 간호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간호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의 간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RCW 28.210.320-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출석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약물이나 치료에 대한 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약물이나 간호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학교 수업 중 학생을 사망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건강 상태라고 정의 
합니다.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발작 질환, 당뇨병, 치명적인 알러지가 있는 학생, 그리고 천식과 심장 질환이 있는 학생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자녀에게 해당되면, 학교의 간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