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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심각한 알레르기 개별 건강 보호 계획 

학생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_________  

 교사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점심 시간: _____________ 

학급 
• 학생에게 주는 모든 음식은 학부모/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가 제공하는 비상 음식은 교실에 두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가능한 일찍 모든 계획된 파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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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과 관련된 학급 과제는 학부모/보호자 및 교사진이 검토해야 합니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은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예         아니오 

버스 
• 교통 서비스는 학생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해당 학생은 버스에서 에피네프린 소지를 위해 의사 소견서가 있습니다:          예        아니오 
• 에피네프린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책가방         허리 팩         기타 (설명) 
• 학생은 버스 앞자리에 앉습니다: 예 아니오 

현장 학습 절차 
• 학부모/보호자는 가능한 일찍 현장 학습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에피네프린은 모든 교외 학교 후원 활동에서 학생이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초등학교 학생은 전체 현장 학습 동안 교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          아니오 
•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은 전체 현장 학습 동안 교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          아니오 

   학교 식당 
• 음식 서비스 관리자 및 식당 종사자들은 학생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이 식사하는 학교 식당 테이블은 음식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합니다. 

• 학생은 지정된 알레르기 전용 테이블에 앉습니다:                예           아니오  
• 학생은 지정된 장소의 학급 테이블에 앉습니다:                    예           아니오 
• 학생은 지정된 장소의 학급 테이블에 앉습니다:                    예           아니오 
• 학생이 학교 식당에 앉을 때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예           아니오 

학생은 알레르기 확인을 위해 본인 계좌 카드 (초등학교) 또는 학생 번호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사용합니다. 학교 식당 메뉴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메뉴에서 음식을 
선택하도록 권장합니다. 메뉴 재료의 전체 목록은 학교 급식 및 영양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학교 간호사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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