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ington High School의 LABBB 의료 사무실  

251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전화: 781-861-2400 내선 1009 

팩스: 781-861-1351  

투약 지시 및 허가서 

학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  알러지: ________________________   

의약품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투약량: _________ 투약 경로: ______ 시간: _____________   

(주: 가능하면 투약은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정해야합니다.) 

처방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단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에 동그라미하세요:  재개 새 의약품         의약품 변경 

투여량 변경 시간 변경 중단 

부작용/이상 반응:  

복용 중인 다른 의약품: 

설명: 

처방인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처방인 성명(정자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처방인 전화번호: 

의약품 투여에 대한 부모/보호자 승인 

본인은 학교 간호사가 안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인의 자녀가 자가 투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_____예 _____아니오 

본 서명인은 학교 간호사 및 위임된 담당자가 상기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부호/보호자 전화(자택 및 직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ABBB 간호사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   

학생 서명(18 세를 초과하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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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ngton High School의 LABBB 의료 사무실  

251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전화: 781-861-2400 내선 1009 

팩스: 781-861-1351  

축약된 의약품 정책 

** 전체 의약품 정책은 LABBB 의료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은 처방인과 부모/보호자가 모두 서명한 투약 지시 및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일 이하의 수업일 동안 복용하는 단기 의약품의 경우, 처방약 약병이 처방인의 

지시로 인정됩니다. 서명을 통한 학부모의 허락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의약품은 유효 기한이 지나지 않은 원래 약국 용기에 들어 있는 상태로 학부모가 

공급해야 합니다. 

 학생이 본인의 의약품을 학교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부모나 다른 책임 있는 성인(예: 

버스 운전수)이 의약품을 간호사 사무실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학생은 리필을 위해 빈 

용기를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30 일치 이상의 의약품을 보내지 마십시오. 

30 일치가 넘는 양은 집으로 보내지거나 픽업하셔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의약품을 가지고 다니거나 자가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piPens 과 구급 흡입기 등의 비상 약품은 예외입니다. 

 투약 지시서는 처방인의 서명과 날짜가 있는 경우 일 년 동안 유효합니다. 

 부모/보호자는 미사용 의약품이나 중단된 의약품을 투약 중단 시 또는 학년도 말에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시서 종료일이나 학생의 학년도 종료 이후 1 주일 이내에 
픽업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은 폐기됩니다. 

 수업일 동안 경관 급식이나 G-튜브를 통한 증수를 위해서는 의사의 서명이 있는 지시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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