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부록 A - 뇌진탕 의심 확인서
학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시: ________________________

두부에 힘이 가해져서 뇌가 두개골 내부에서 급속하게
움직이게 한 두부, 안면, 경부 또는 상체 충격 목격
또는 보고(동그라미 치시오).

즉시 해당 학생을 활동 또는 스포츠로부터 분리하십시오(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경우). 학생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활동 또는 스포츠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됩니다.
1단계: 레드 플래그 – 911로 전화하십시오. 레드 플래그 징후 또는 증상에 체크하십시오.

한 가지 이상의 레드 플래그 징후 또는 증상이 있을 경우 911로 전화하십시오
레드 플래그 징후 또는 증상 없음
경부 통증 또는 압통
팔/다리의 무력감 또는 저림/쑤심

심하거나 점점 심해지는 두통
발작 또는 경련
겹쳐보임
의식 상실

의식 상태 악화
구토
안절부절, 동요 또는 공격성 증가

레드 플래그가 확인될 경우, '3단계 - 학부모/후견인 통신문'만 작성하십시오.

2단계: 기타 징후 및 증상 - 레드 플래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및 '3단계 - 학부모/후견인 통신문'을 작성하십시오.
기타 뇌진탕 징후: 시각 신호에 체크하십시오.
징후 관찰되지 않음

방향상실 또는 혼란,
또는 질문에 대해 적
절하게 답변하지 못함

균형잡기, 보행
어려움, 협동운동장애,
비틀거림, 느리고
힘겨워 하는 동작

멍한 시선

두부 외상 후 안면 손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
두부 충격 후 금방
일어서지 못함

활동 장소의 바닥에
드러누워 움직이지 않음
(의식 상실은 없음)

기타 보고된 뇌진탕 증상: 학생에게서 들은 것에 체크하십시오.
보고된 징후 없음
두통
"머릿속 압력"
균형 감각 문제
구역

시야 흐림
광민감성
소음 민감성
피로감 또는 무기력
"뭔가 좀 이상하다"

감정적 성향 증가
신경질적 성향 증가
슬픔
초조감 또는 불안감
졸음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몸이 축 처지는 느낌
"안개 속에 있는 듯한" 느낌
현기증

징후 또는 증상이 악화될 경우, 911로 전화하십시오
간단한 기억 기능 점검: 아래에 학생의 반응을 기록하십시오. 활동의 성격과 아울러 학생의 연령, 인지 능력 및 영
어 능력에 따라 질문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질문 중 어느 하나에라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뇌진탕 의심
을 나타냅니다.
● 지금 이 방이 어디입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금 우리가 어떤 활동/스포츠/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오늘 우리는 어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금이 점심 시간 전입니까 후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담당 교사/코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단계: 학부모/후견인 통신문
본 뇌진탕 의심 평가에서 다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레드 플래그 징후 및/또는 증상이 확인됨. 응급의료 서비스 요청함. 해당 학생은 뇌진탕 의심으로
응급 검진이 필요함. 학부모/후견인에게 사건 및 병원 위치 고지함.
❏  기타 징후 및/또는 증상이 확인됨. 해당 학생은 뇌진탕 의심으로 의사 또는 전문간호사에 의한
긴급 검진이 필요하며, 최소 24시간 신체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모니터링해야
함. 학부모/후견인에게 학생을 픽업하라고 연락함.
❏  징후 및/또는 증상이 확인되지 않음. 해당 학생은 본 서식의 1단계 및 2단계를 사용하여 최소
24시간 집과 학교에서 모니터링해야 함. 학부모/후견인에게 사건 고지함. 해당 학생은 계속
모니터링 받으면서 학교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나 신체 활동은 삼가야 함.
4단계: 검진 / 모니터링(학부모/후견인 작성)
학부모/후견인: 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

검진 결과:
❏   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성명)을(를)
________________________ (의사 또는 전문간호사 성명)이(가) 검진하였으며
❏   뇌진탕 진단이 내려져서 동 학생이 의료적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HDSB의
자택및학교뇌진탕관리계획(Home and School Concussion Management Plan)이 필요합니다.
주의: 동 학생은 이 계획에 따라 1단계 및 2단계에서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뇌진탕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진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뇌진탕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동 학생은 아무 제약 없이 다시 학업 및 신체 활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징후 또는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   ______________ (학생 성명)이(가) 모니터링 기간에 징후 및/또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뇌진탕
의심으로 의사 또는 전문간호사에 의한 긴급 검진이 필요합니다. 검진 결과는 상기와 같습니다.

❏   ______________ (학생 성명)은(는) 최소 24시간 집에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징후 및/또는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제약 없이 다시 학업 및 신체 활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