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서비스 조항 및/또는 섹션 504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편의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 20172018 학년도
모든 학부모, 주치의, 보건케어 제공자에게:
뉴욕시 교육청 및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의 학교보건 담당실은 모든 특수필요 학생이 교육환경에 완전한 참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및 제공처는 반드시 직접 보건 서비스 및/또는
1973년 제정된 재활법 섹션 504 편의를 요청하려면 동봉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식은 반드시 학교에 제출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요청한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매 학년도마다 새로운 요청 및 승인 양식이
요구됩니다. 작성한 양식 검토 및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을 작성하는 주치의/보건 케어 제공자는 서비스가 요청된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유효한 뉴욕주, 뉴저지 또는 커네티컷 면허, Medicaid 및 NPI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번호가
없는 수련의가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감독(예: 담당의사)의 서명 및 면허 번호가 요구됩니다.



학교 간호사가 완전히 이해하고 의료적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오더는 상세하고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학교 수업시간 중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만을 요청하십시오 (예: 등교 전 또는 하교 후 가정에서
투약할 수 있는 경우 학교에 요청하지 마십시오).



동종요법 약품은 투약하지 않습니다.



약품은 학생이 학교에서 약품을 지참하도록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방(예: 양호실)의 잠겨진 캐비넷에
보관됩니다. 또한 에피네프린은 교실에 보관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대처 계획에 따라 학생과 함께 옮길 수
있습니다.



학부모, 주치의, 교직원 및 학생은 반드시 각 아동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아동이
스스로 투약할 수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투약 양식의 뒷면 해당 란에 이니셜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약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자신의 약이 맞는지, 무엇을 위한
약인지, 정량이 투약되는지, 학교 수업 중 언제 약이 필요한지, 투약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에 대해 이해하는 학생은 학교 수업 중 반드시 필요한 약의 경우 소지하고 감독 없이 스스로
투약할 수 있도록 승인 받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절대로 규제 약품을 가지고 다니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 약물 투여 양식 (MAF) 상단 왼쪽에 자녀의 최신 사진을 부착하십시오.
네 가지 종류의 요청 및 승인 양식이 있습니다:


약물 투여 양식 (MAFs) - 학생의 약물 투여 요청과 관련해서만 작성하십시오. 천식의 경우 제공자는 천식 대처
계획을 MAF에 첨부하십시오. 학교 견학 중 네뷸라이저 사용은 번거로울 수 있으니 가능한 경우 인헤일러 및
스페이서 처방을 고려하십시오. 세 개의 각기 다른 MAF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천식 약품용 하나,
알러지/알러지 반응 약품용 하나, 그리고 기타 약품에 관한 것 하나 입니다.



의료적으로 처방된 치료 준비 요청서(약품 외): 방광 도뇨관 설치(bladder catheterization), 체위배액(postural
drainage), 기관지 흡입(tracheal suctioning), 튜브를 이용한 음식섭취(gastronomy tube feeing) 등과 같은
특별한 조치를 요청할 때 작성하도록 합니다.



당료 관리 약품 투약 양식- 당 모니터링, 인슐린 및/또는 글루카곤 투여 등이 필요한 당뇨 학생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섹션 504 조정 요청- 장애물이 없는 건물, 엘리베이터 사용, 시험 조정 등과 같은 특수 서비스 요청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작업 치료, 물리 치료, 스피치 및 언어 치료, 카운슬링 등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에 적절하게 기록되어 제공될 수 있는 관련 서비스 요청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녀분의 학교로 연락하십시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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