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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 자택및학교뇌진탕관리계획(HOME AND SCHOOL CONCUSSION
MANAGEMENT PLAN) - B부
학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거 뇌진탕 경력: 예 / 아니요

학교 관리팀:___________________

'예'일 경우 날짜(월월/년년):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승인: 이 계획은 다음의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해당 항목에 모두 표시):
학교 교직원

구내식당 감독자

비통상적 관계자

관리 전후

급우/ 팀 동료

수송 서비스 제공자

관련 자원봉사자

기타

단계: 초기 휴식(자택에서 작성)
해당 학생은 활동 복귀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24-48시간 동안 전면적인 신체적 및 인지적 휴식을 취한다.
❏ 24시간 동안 전면적인 신체적 및 인지적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또는
❏ 48시간 동안 전면적인 신체적 및 인지적 휴식을 취했다
단계 - 초기 휴식 완료 날짜(일일/월월/년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단계: 가벼운 인지 활동 및 신체 활동(자택에서 작성)
해당 학생은 자주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가벼운 인지 활동 및 신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1단계 완료(모든 칸에 체크해야 함):
❏
❏
❏
❏

1단계에서 최소 24시간
30분간의 가벼운 인지 활동 가능
가벼운 신체 활동 가능
나타나거나 보고된 증상 재발, 새로운 증상, 또는 증상 악화 없음

1단계 완료 날짜(일일/월월/년년) 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
2단계: 점진적 활동 복귀(자택에서 작성)
해당 학생은 새로운 뇌진탕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하지 않을 때까지 자택에서 점진적으로 간단하고
익숙한 일을 함으로써 활동 복귀를 시작했다.
2단계 완료(모든 칸에 체크해야 함):
❏ 2단계에서 최소 48시간(2a 및 2b 각각 24시간)
❏ 추가적 인지 활동 가능
❏ 일상적 신체 활동 가능
❏ 20-30분간 가벼운 유산소 활동 가능
❏ 나타나거나 보고된 증상 재발, 새로운 증상, 또는 증상 악화 없음. 주의: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1단계로 돌아가서 재검진을 받아야 함.
2단계 완료 날짜(일일/월월/년년) 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

3단계: 인지 활동 및 신체 활동 복귀 준비(자택 및 학교에서 작성)
해당 학생은 파트타임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통상적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림으로써
자택 및 학교에서 점진적으로 인지 활동 및 신체 활동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학교 관리팀 회의일: ____________________
제한/수정/조정

일시

3단계 완료(모든 칸에 체크해야 함):
❏
❏
❏
❏

3단계에서 최소 24시간
증상이 호전되었다
자택 및 학교에서 하루 4-5시간씩 인지 활동 가능
간단한 개인 훈련/스포츠별 훈련 가능

❏ 나타나거나 보고된 증상 재발, 새로운 증상, 또는 증상 악화 없음. 주의: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2단계로 돌아가서 재검진을 받아야 함.
3단계 완료 날짜(일일/월월/년년) 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관리팀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4단계: 학업 완전 복귀 및 증가된 신체 활동(자택 및 학교에서 작성)
해당 학생은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증가된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완전한 인지 활동에
복귀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최소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관리팀 회의일: ____________________
제한/수정/조정

일시

4단계 완료(모든 칸에 체크해야 함):
❏ 4단계에서 최소 24시간
❏ 증상이 호전되었다
❏ 종일 수업 참여가 가능하며 조정 또는 수정 없이 거의 정상적 수준의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다
❏ 증가된 신체 활동 가능(2쪽의 표 참조)
❏ 나타나거나 보고된 증상 재발, 새로운 증상, 또는 증상 악화 없음. 주의: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3단계로 돌아가서 재검진을 받아야 함.
❏ 의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서명한 뇌진탕검진확인서(Concussion Medical Clearance)

4단계 완료 날짜(일일/월월/년년) 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관리팀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5단계: 비접촉 신체 활동 완전 복귀(자택 및 학교에서 작성)
해당 학생은 서명된 뇌진탕검진확인서에 따라 완전한 비접촉 신체 활동에 복귀하고 있다. 접촉 활동은
접촉 스포츠 훈련/연습에서만 허용된다.
❏ 해당 없음 - 해당 학생은 신체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체육 수업, 신체 활동, 실내 체육 활동,
육상 경기 등). 주의: 고등학생만 해당
또는
학교 관리팀 회의일: ____________________
제한

일시

5단계 완료(모든 칸에 체크해야 함):
❏ 5단계에서 최소 24시간
❏ 완전한 비접촉 신체 활동 가능
❏ 접촉 스포츠 훈련/연습에서의 접촉 가능(해당할 경우)
❏ 나타나거나 보고된 증상 재발 또는 새로운 증상 없음. 주의: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재검진 또는
뇌진탕검진확인서의 재평가가 필요함.
5단계 완료 날짜(일일/월월/년년) 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관리팀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6단계: 무제한 신체 활동 복귀(자택 및 학교에서 작성)
해당 학생은 아무 제한 없이 완전한 신체 활동에 복귀하고 있다.
❏ 해당 없음 - 해당 학생은 경쟁적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음.
또는
학교 관리팀 회의일: ____________________
6단계 완료(모든 칸에 체크해야 함):
❏ 5단계에서 최소 24시간
❏ 무제한 신체 활동 가능
❏ 나타나거나 보고된 증상 재발 또는 새로운 증상 없음. 주의: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재검진 또는
뇌진탕검진확인서의 재평가가 필요함.
6단계 완료 날짜(일일/월월/년년) 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관리팀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