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BBB 발작 프로토콜 

학년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학교: 

학생 발작 유발 인자: 

 

학생 발작의 일반적인 증상: 

 

 ____________________이(가) 발작을 하면 

 가능한 경우, 다른 직원에게 간호사에게 알리도록 부탁합니다. 

 침착하게 시계로 시간을 추적합니다. 

 가구나 장비를 학생에게 멀리 이동시켜 학생의 안전을 유지합니다. 

 제지하지 마십시오. 

 학생을 부드럽게 옆으로 눕힙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를 막히지 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를 위해 쿠션이나 접은 옷감을 머리 아래에 놓습니다. 

 입에 아무 것도 넣지 마십시오. 

 학생이 완전히 의식을 찾을 때까지 함께 있습니다. 

 발작 로그에 관찰 사항을 기록합니다. 

발작이  ______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간호사가 의사 지시서에 따라 Diasta _________을(를) 투여하고 911 을 부르고 
             (시간)                                                                             (복용량) 

학부모에게 알립니다. 가능한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학생과 동반해야 합니다.  

Diastat 보관 장소: 

911 을 불러야 하는 경우: 

 발작이 ___ 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LABBB 정책은 5 분 후에 911 을 부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흡 곤란의 징후가 있는 경우(호흡이 중지되거나 탁한 파란색으로 변하는 경우) 

 긴급 발작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기타: 
 

발작 이후: 

 학생이 상해를 입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학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직 알리지 않았다면, 학교 간호사에게 통보합니다. 

 학생이 의식이 돌아오고 정신이 초롱해질 때까지 근처에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발작 발생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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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장치 착용을 포함하는 추가 지침 또는 미주 신경 자극기 지침: 

 

교외 활동 

 견학 또는 작업장 등 교외에서 발작이 발생하고 간호사가 없는 경우, 911 을 부릅니다. 

 Diastat 은 간호사 이외의 직원이 투여할 수 없습니다. 

수영 
발작의 이력이 있는 모든 학생은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수영장 안에서 LABBB 직원이 학생과 1:1 로 지속적으로 관찰 

 부력 장치 

응급 의료 상황인 발작: 

발작 시 구급차나 응급 치료이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발작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응급으로 간주됩니다. 

 경련(간대성 강장성) 발작이 5 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학생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발작이 반복되는 경우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학생이 임신 중이거나 알려진 당뇨가 있는 경우 

 학생이 처음으로 발작하는 경우 

 학생이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학생이 물 속에서 발작하는 경우 

 

연락처 정보 

부모/보호자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2: ___________________   

자택: 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택: 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휴대폰: 휴대폰: 

응급 상황 시 연락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응급 상황 시 연락처 번호: 

주치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경과 전문의 이름: 

주치의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경과 전문의 번호: 

의사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   

학생 서명(18 세를 초과하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   

간호사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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