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물 #15 

비상 시 대처 방안 

 
법적 학교명 기재 

911 주소 기재 

자리에서 대피 자리에서 대기 탈출 접근 봉쇄 폐쇄 

건물 안의 학생과 교직원이 

대피하는 데 사용합니다. 

 

단기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동안 

학생과 교직원의 이동을 

제한하는 데 사용합니다. 

 

학교 건물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탈출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학교 외부의 임박한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교 건물과 

운동장으로의 접근을 봉쇄하는 

데 사용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즉각적인 폭력의 위협이 

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교 건물과 

운동장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상황과 대응 조치에 대한 

지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능한 경우 복도에 있는 

학생은 지정된 교실로 

복귀해야 합니다. 

 담임 교사는  출석을 

확인하십시오. 

 기타 모든 교직원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도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창문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지시가 있을 경우 교실 

밖으로 이동하여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가십시오. 

항상 함께 모여 

있으십시오. 

  출석을 확인합니다. 

 항상 업데이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상황과 대응 조치에 대한 

지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능한 경우 복도에 있는 

학생은 지정된 교실로 

복귀해야 합니다. 

 담임 교사는 출석을 

확인하십시오. 

 기타 모든 교직원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도와야 합니다. 

 항상 업데이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상황과 대응 조치에 

대한 지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학생을 지정된 집결 

장소 또는 발표된 

집결지로 인도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 

통로를 이용하십시오. 

 출석부 및 학생 명단을 

지참하십시오. 

 퇴실 후에는 교실 문을 

닫으십시오.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출석을 확인하십시오. 

 현장에서 대피할 때, 

대피 장소에서 

출발하기 전과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  

출석을 확인하십시오. 

 항상 업데이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상황에 관한 대응 조치에 

대한 지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깥쪽 창문을 모두 

잠그십시오. 

 블라인드/조명은 그대로 

두십시오. 

  출석을 확인합니다. 

 최초 지시가 전달된 이후 

항상 업데이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교실 지침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야외 활동은 

금지됩니다. 

 항상 업데이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폐쇄 방송을 들으면, 다음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신속히 이동합니다. 

 안전한 경우 복도와 교실 근처의 

공동 영역에 있는 학생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출입문을 잠그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로 문을 막으십시오. 

 교실 내 문이 보이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학생을 움직이십시오. 

 창문, 블라인드/조명은 그대로 

두십시오. 

 모두를 정숙하게 하고 휴대 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출석을 확인하십시오. 

 출입문을 통해 말을 하거나 

인터폰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장내 방송 또는 화재 경보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경찰관이 나와도 된다고 허락할 

때까지 숨어 있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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