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DI Freediver
Medical History Form
(건강 내력 양식)
사인을 하기 전에 주의 깊게 읽으시오.
참가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일/월/년도)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 (일/월/년도)

성별 남 q

여q

프리다이빙은 힘든 활동이며 또 과로될 수 있으므로 이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당신은 건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프리다이빙을 하기 위
해 건강이 양호한지 아닌지의 질문이 있다면 당신의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하세요.
이 건강 내력 질의서의 목적은 당신이 프리다이빙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대
한 양성적인 대답이 당신을 다이빙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성적인 대답은 이미 존재하는 당신의 건강 상태가 프
리다이빙 중에 당신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신은 반드시 의사의 조언을 구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과거 혹은 현재의 건강 내력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만약 당신이 확실하지 않다면 “예”로 답하
시오. 만약 이 질문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프리다이빙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만 합니다.
____ 당신은 간질, 발작장애, 뇌 졸중, 뇌 수술, 블랙 아웃, 심한
편두통, 현기증, 현기증 에피소드, 큰 머리 부상 또는 뇌 혈
관 동맥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____ 당신은 심장 마비, 심장 수술, 불규칙한 심장 박동,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고혈압), 심장 잡음, 알려진 난원 개존증
(PFO), 수영 또는 다이빙과 관련된 급성 폐 부종 또는 과로
한 운동 중에 호흡 곤란 또는 가슴 통증을 앓은 역사를 가지
고 있나요?
____ 당신은 자연적인 기흉, 부상으로 인한 기흉, 낭종, 폐에
갇힌 공기, 폐 조직의 심각한 부상, 폐 기종, 또는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폐 문제 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
나요?
____ 당신은 고막에 영구적인 구멍이 있거나 파열된 고막,고막에
영구적인 튜브, 심각한 청각 장애 또는 한쪽 귀 또는 양쪽 귀
의 청각 손실, 항공기 착륙 중에 재발하는 귀의 통증, 중이
염, 심각한 서퍼의 증상, 또는 귀의 큰 수술 등의 역사를 가
지고 있나요?

____ 당신은 수중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되는 것에 대해
언급 하지 않았거나 또는 당신의 물리적 또는 감정적인
스트레스 아래서 당신의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
리적 및/또는 감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제공한 나의 건강 내력에 대한 정보는 내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 상황을 알리지 않았을 때는 나의 실수임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참가자의 서명 _______________날짜 ______________ (일/월/년도)
부모/보호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적용 된다면)

날짜 _____________ (일/월/년도)

의사의 사용만을 위해

____ 당신은 부비동 폴립, 종낭, 비강이나 주요 부비동 수술,
또는 영구적인 부비동 감염의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프리다이빙을 위해 신청자의 건강 양호 상태에 대한
귀하의 소견이 필수입니다
q 나는 이 개인에게서 프리다이빙에 맞지 않은
의학적 조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____ 당신은 천식 또는 천식 공격의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운동, 불안, 감기, 과로로 인한 천명 등의 역사. 천명을 통
제하기 위해 약물 사용 및/또는 흡입기 사용이 필요한 상황
은?

q 나는 이 개인이 프리다이빙 하는 것을 권장할 수
없습니다.

____ 당뇨병의 역사가 있나요?
____ 당신은 현재 임신이거나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나요?
____ 당신은 다이빙 사고, 감압 병, 귀에 압력 부상 (압력 손상)
또는 하강 중에 귀의 압력 평형의 어려움, 또는 공기 색전증
의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____ 당신은 정기적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을 받았거나 또는
약국의 카운터에서 받은 약물 복용을 하나요 (피임약 또
는 항 말라리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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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사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일/월/년도)
전화번호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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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병원_____________________

© PADI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