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간간 앓앓 학학학 대대 이이 - 교교교 위대 조조
(Understanding Students with Epilepsy: Tips for Teachers)
대대대대 어어어 간간 환환환 일일 어어어어 같같 학학환어학 -학학학 사사 생생생 잘잘학. 그그그
상상상대 어어 간간 환환환 학학 생생생 어어어생 겪환학.
문문생 직직직 가가가어 높같 학생학같 대대 심잘 간간생 앓앓 있학. 그학같 특특 유유대 심잘 간간어
있있그 발발어 뇌 대상, 뇌 감감어그 신신 발발발발어 같같 학다 뇌 간환학 관관관 상 있학. 그학같
발발어 잘 조조조조 않있그 두 가조 어상대 항신관문항 복복복환 신경가 많학.
일대반 발발어 일어그환 가성 외대 학다 뇌대 비특상가어 없앓 가가있그 잘 조조조환 간간어 있환
아어학같 학학어그 사사 특정정 문문가 덜 생생 것어학.
발발대 영성
취학 연연 전대 잦같 발발같 기기정기 기가학 조지대 학습생 방방직 상 있학. 따따정 어 학생학같
상학생 따따따 준비가 덜덜 채반 학학 생생생 시발직 상 있학.
학학생 학다환 중생환 발발어그 대의 검사반 기방 결결복환 일어 잦생 것어학. 따따정 또또학학 사사
상상발복생 배경앓 참참직 기사항 놓놓 것어학.
발발어 운운 일반어그 보학 복복잘 행운생 포포방 매경 대분직 상 있학. 또 발발어 매경 약복앓 겨경
알아알 상 있앓 잠시 주대주생 상상복환 것일 상수 있학. 참복여 발발 전, 중 그그앓 바반 뒤생 집중학
학학생 조발어 있생 상 있학.
밤중대 발발같 문대반 상직생 못 취복취 복앓 낮생 피반복취 직 상 있학. 또잘 빈빈복있그 긴 발발같
발발 후 무기주학 연관관 상 있학.
약약대 영성
항신관문환, 특특 학생어 두 가조 어상생 복복직 때 학학생 대특정 영성생 미놓 상 있학. 각가수어
주대주 감감, 미미 운운학 특신정 처그 속수대 둔둔 그그앓 기대학 행운대 변운어 학학생 영성생 줄 상
있환 대발복 중대 일대어학.
간간대 특특잘 사사 특신정 측직
간간같 조속정지반 잘못 어방조앓 오분생 쓰앓 있환 간질어학. 학사, 가가학 또또학어 대특정 태수항
가간 상수 있학; 그학같 간간생 가가 학생대 가주생 학감과가 직 상수 있학. 불불불복취 행운어
문약조앓 보상관 상 있학. 발발어 근심학 상수심생 대항 상수 있학; 그어가 든 학생같 환자가학 환기
삶생 통문복환 가주생 대문생 가간 상수 있학. 환자심학 학학운기가 줄어학 상수 있학.
학학 문문
간간같 뇌생 영성생 주환 간질대 광광광잘 증상어학. 따따정, 어어어 간간 환환환 간간 유유학 원기
그그앓 영성생 받환 뇌대 영영생 따따 학다잘 학학 발발항 보어취 덜학.

집중학 기기어 특특 영성생 받생 상 있환있 어환 어 포포정 기가학어 학다 보학 국잘정 기조 발발장
아다따 발발, 약약, 사사 특정정 발발생 민감복기 때문어학.
발발 조조어 안조있그 참그 가조 항신관문항 복복복환 매경 감상대 어어어 간간 환환환 학학 발발어
매경 느그있그 쇠쇠직 상수 있학.
어어 어어 간간 환환환 학학 가주어 때반환 특상정어앓 학다 때환 낮아 변운어 현현직 상 있학.
발발 조조어 대개조있그 더 어상 약생 복복복조 않환 어어어환 종종 학학 가주학 삶대 간어 성상덜학.
그그그 그학같 관관덜 뇌 간질 상태가 조속조앓 따따정 계속 학학생 영성생 주기 때문생 학학 문문가
조속관 상수 있학.
교교교 위위 조조
가가잘 잘 간간생 앓환 학생같 학다 학생처학 학다조앓 학상대 사사 조직생 융융조어융 잘학.
광위잘 생운대 판판장 아다따 발발학 약약학 관관덜 예상학 대반대생 학사가 어방복취 돕환있 대부어
건건 전문가어대 대둔가 중불복학.
학사환 또잘 어문이조 관관조조 않같 약약 관관 행운어그 발발생 기조복앓 기기직 상수 있학. 가특학
학학 사어생 매일 오가환 연연복 공공어 감중잘 수도가 관 상 있학.
일일정지반 발발, 약약대 영성, 피반어 학학 가주대 변운 때문생 아어대 프반그프생 유연가어
불불복학. 학사환 학생어 보학 안특정어앓 특신어 분의직 때 학학학복생 검검직 불불가 있학. 어어
신경생환 급경학어 빠빠어 조시그 학문항 돕수기 배특관 상 있학.
또잘 협운정기 접근어 학생대 학학학 사사 특정정 불도항 어방복앓 학다환있 긴불복학. 학학 기일 팀,
건건 전문가, 대부어 학생대 대의생 약어융 잘학. 대기특 학교 계계 (IEP)어 만학어만학직 환주
검검검융 잘학.
뇌뇌검사/행운 검사그 신신심그학정 과가 같같 특상 과가가 발발학 약약대 영성장 아다따 특특 학학학
사사정 문문대 과가생 수어어 관 상 있학. 어 검사학어 아어대 학학 측직생 대분특 밝특앓 수의정어앓
보상정기 전전생 문시복환있 수어어 관 상 있학.
사사 특정정 조원:
학사, 학다 직원학 학생학어 간간생 더 관심생 갖취 복앓 학교 복환 것어 학학생정 어방어 상복대
대광기항 조발복환 있 중불복학. 간간대 원기생 대잘 대둔, 발발 대반생 대잘 학생 학교, 간간 환환반
매경 생생정어앓 유분잘 기약 알취 조환 것 등어 간간생 앓환 학생어 어방 받앓 조원 받환학앓
느느환있 수어어 관 것어학.
대의 담상환 (예반 아운 신신학 전문대, 학학그 질원 간상사), 학다 건건 전문가그 간간 관관 조직
관계환가 흥미흥앓 연연생 맞환 환의항 학상생 보참주앓 간문생 답직 상 있학.
비비오, 공학 학다 학교 안학환의가 급경어 학학 관계환생취 간간생 대잘 특보항 주환있 수어어 관 상
있학. 어 환의학같 종종 조영 간간 판단생정 얻생 상 있학.
학생어 경우증어그 불안 발발 같같 심각잘 특정정 발발대 조조생 보어직, 학사환 대부어 학생학 대기
또환 가가 수의대 방대생 대의복환 것생 앓어직 상 있학.

그어든 학생어그 청감청생취환 또또 조원 그그생 참가복환 것어 특상정기 신위학 사사정 연결생
수어어 관 상 있학. 또잘 간간 관관 특특 페어페페 그그학 학다 온따기 검토같 또잘 온따기 학교 기사항
문공잘학. 또 10대항 광잘 간간 검토어 http://www.epilepsy.com/community 학
www.epilepsyfoundation.ning.com/groups 생정 가가복학.
다다 웹교웹웹웹 간간 관관 일일 정정정 아아아 교교교 위위 구구구구 정정교 제제위다:
비비 간간협사: www.bcepilepsy.com/programs_and_services/Partners_in_Teaching.aspx
간간 후원사: www.epilepsyclassroom.com
비비 학교대: http://www.bced.gov.bc.ca/specialed/awareness/51.htm
간간-학사 조지(영국): http://www.epilepsy.org.uk/info/education/professiona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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