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년 4 월 수정본 

 

기밀 건강 정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교직원이 911 에 연락합니다. 

동시에 학부모, 보호자 또는 지정 비상 연락처로 연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학생 정보 

성:                                    이름:                          가운데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학년 

학교명: 
 

건강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치과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민간    의료 지원     비가입                                 예    아니요 
 

 

유의가 필요한 현재 건강 상태 정보 
다음 중에서 학생의 교육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 항목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알맞은 경우 FCPS 직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건강 상태 정보가 없습니다. 

  주의력 결핍증/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알레르기(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 

      식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벌침/벌레 물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약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살충제/화학 약품* 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천식:  지난 12 개월 동안 학생이 천식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혈액 관련 장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암 

  당뇨병 

  청각 장애       보청기 

  심장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신 건강 관련 진단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체 장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작 

  시력 문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경          콘택트렌즈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학년도와 비교하여 건강 상태가 변경되었습니다. 
 

*FCPS 는 통합된 해충 관리 프로그램으로 교내 해충 문제를 식별하고 관리합니다. 초등 학교는 학교 건물 내 또는 운동장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살충제 사용 24 시간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서면으로 알림 요청서를 제출하는 학부모, 보호자 및 직원에게만 알림을 

보냅니다. 요청서 양식은 학교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매 학년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FCPS Calendar Handbook(FCPS 일정 안내서)을 참조하시거나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약물 

학생이 정기적으로 투약 받는 모든 약물 및 복용약을 기재하십시오. 

  약물을 학교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이나, 처방약 또는 치료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의료인이나 학부모는 반드시 알맞은 승인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학생이 속한 학교의 양호실 직원에게서 또는 http://www.fcps.org/(Forms 클릭) 사이트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학교측에서 본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자녀(보호 학생)에게 응급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필요한 경우 진료 

시설로 응급 이송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에 승인하며 동의합니다. 본인은 학교에 제출한 자녀(보호 학생)의 의료 기록이나 기타 의료 정보가 해당 의료 기록 및 

정보를 열람할 합법적 의료/교육 목적이 있는 FCPS/프레더릭 카운티 보건정책부 직원 및 구급 대원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며 이를 승인합니다. 
 
학부모/보호자 성명 (정자로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 가능한 주요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fcp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