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C-2

뇌진탕 의심 상해 식별 도구(Tool to Identify a Suspected Concussion)

이 도구는 뇌진탕 의심 상해의 식별을 돕고 이 정보를 부모/후견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조견표입니다.
뇌진탕 의심 상해의 식별 – 3단계 과정
머리/얼굴/목 충격, 또는 힘이 머리에 전달되는 몸통 충격이 발생한 후, 아래 표에 기재된 징후 또는 증상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나타나거나 ‘빠른 기억기능 평가(Quick Memory Function Assessment)’에서 불합격할
경우에는 뇌진탕을 의심해야 합니다.

1. 해당되는 칸에 체크하십시오
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선수 성명)에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 학생/선수에게서 뇌진탕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했습니다.
 동 학생/선수에 대한 평가 당시, 아래 기재된 징후 또는 증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뇌진탕의 징후 및 증상은 몇 시간 또는 며칠 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뒷면의 #3 b 참고) 동
학생/선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징후가 관찰되거나 증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뇌진탕으로 의심되는 상해의 징후 및 증상

*관찰된 징후 또는 증상이 악화될 경우, 911로 전화하십시오.
관찰될 수 있는 징후

보고될 수 있는 증상

징후는 타인(부모/후견인, 교사, 코치, 감독자, 동료 등)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증상은 학생/선수 본인이 느끼거나 보고하는 것을
말함.

신체적











인지적






신체적

두통

두부 내 압력

목 통증

몸이 불편한 느낌/거북한 느낌

귀울림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흐리게 보임/시력 손실

별, 섬광이 보임

다친 부위의 통증

구역/복통/통증

균형감 문제 또는 어지럼증

피로 또는 피로감

빛 또는 소음에 대한 민감성
인지적

집중 또는 기억 장애

느림, 피로, 무기력

멍함, 흐릿함
정서적/행동적

과민, 슬픔, 평소보다 더 감정적임

초조, 불안, 우울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식 소실*
반응성 결여(비상대처계획(ER Action Plan) 실시)*
구토
발음이 불분명한 말*
반응 속도 저하
협응 또는 균형감 저하*
초점 없는 응시/멍한 표정/공허한 표정
놀이 능력 저하
꼼짝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거나* 느릿느릿 일어남
기억 상실*
발작 또는 경련*

머리를 움켜잡음
집중 장애
주의산만
전반적 혼란감
다치기 전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함(뒷면의 ‘빠른 기억기능
평가’ 참고)

날짜, 시간, 장소, 학급, 자신이 참여하고 있었던 활동의 종류를
모름

반응 속도 저하(질문에 대답하기, 지시에 따르기 등)
정서적/행동적

비정상적이거나 부적절한 감정(쉽게 웃기, 울기 또는 화 내기)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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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빠른 기억기능 평가를 실시하십시오
해당 학생/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기록하십시오. 어느 한 질문에라도 올바르게 답하지
못할 경우, 뇌진탕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는 지금 어떤 활동/스포츠/게임을 하고 있나? 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는 오늘 어느 운동장에서 뛰고 있나? 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은 하루 중 어느 때인가? 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사/코치의 이름이 무엇인가? 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느 학교에 다니나? 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대처법


a) 관찰된 징후 또는 보고된 증상이 있을 경우:

관찰된 징후 또는 보고된 증상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 또는 해당 학생/선수가 위 질문 중 어느 하나에라도
올바르게 답하지 못할 경우:

뇌진탕을 의심해야 합니다.

즉시 해당 학생/선수를 플레이에서 빼고, 해당 학생/선수가 스스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하더라도 당일
중에는 다시 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선수는 부모/후견인(또는 비상연락자)의 감독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뇌진탕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서 해당 학생/선수는 의사 또는 개업간호사에게 진찰 및 진단을 받고, 교육청의
뇌진탕지침(Concussion Protocol)에 따라야 합니다.


b) 관찰된 징후 또는 보고된 증상이 없을 경우:

징후 및 증상은 다친 직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몇 시간 또는 며칠 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사고 후 24시간
동안 해당 학생/선수를 관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학교 담당자가 해당 학생/선수를 관찰해야
합니다. 부모/후견인은 징후 및 증상을 관찰할 때 본 안내문 앞쪽에 있는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징후 또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당 학생/선수는 당일 중에 되도록 빨리 의사 또는 개업간호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선수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뇌진탕 의심 상해 식별 도구(Form C-2)를 사용한 후, 동 도구가 작성되었고 부모/후견인이 필요한 관찰/검진
기록(Documentation of Monitoring/Medical Examination (Form C-3)을 받았다는 내용의 OSBIE
사고보고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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