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 행위에 대해 
테러범들은 테러 공격 전후에 들키지 않을 국제 공항, 대도시, 대중적인 행사장, 

휴양지, 유명한 장소 등과 같은 눈에 띄는 대상을 찾습니다. 테러 행위에 대한 대비는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먼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현재 장소에 
머무르십시오. 

 주변에 대해 잘 알아둡니다.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 9-1-1에 연락하여 
9-1-1 담당자에게 문제를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판단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손수건이나 옷으로 입을 가리십시오.  

  구조대원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파이프나 
벽을 두드리십시오. 가능하다면 호루라기를 
사용하십시오. 고함은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지르십시오. 고함을 지르면 먼지를 과도하게 
많이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여행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눈에 띄는 

행동이나 이상한 행동에 주목하십시오. 낯선 
사람이 보낸 물건을 받지 마십시오. 자신의 
짐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화재가 발생한 경우   비상구의 위치를 알아두고, 건물, 운송편의 
복도 또는 붐비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몸을 바닥에 가까이 하고 가능한 한 빠르고 
조용하게 건물에서 빠져나가십시오.  

  가능하다면 코와 입을 젖은 헝겊으로 
가리십시오. 

 움직이거나 떨어지거나 깨질 수 있는 무겁고 
깨지기 쉬운 물체를 멀리 하십시오. 

 
 

 손바닥과 팔뚝을 대어 문에서 열이 나는지 
확인하십시오. 뜨겁지 않다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문을 천천히 여십시오. 만졌을 때 
뜨겁거나 따뜻하다면 문을 열지 마십시오. 
다른 탈출 경로를 찾으십시오. 

 
건물 폭발에 대한 대비  

 테러범들이 폭발물을 사용할 경우, 건물이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빌딩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다음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생물학적 인자  
 비상 대피 절차에 대해 익혀둡니다.   생물학적 인자는 인체, 가축 또는 농작물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 또는 독성 물질입니다. 
생물학적 인자는 감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을 유발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생물학적 공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시 출구의 위치를 알아두고 어두운 
상황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화기는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소화기의 위치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혀 
두십시오. 

 
 
  정부에서 정보 제공자 또는 테러범들의 

경고로 생물학적 공격을 알게 된 경우, 
사람들에게 현재 장소에서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가고 구내를 차단하거나 즉시 
철수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둡니다.  
 회사 및 단체는 건물의 각 층에 비상용품 
키트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폭발이 발생한 경우  
PO Box 47890 
Olympia, WA 98504-
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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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인자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즉시 
전문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물질은 전염성이 있으므로 희생자를 
격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료 시설은 
병원 전체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희생자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물체가 떨어지고 있는 경우 견고한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즉시 들어가십시오. 

 진한 연기와 유독 가스는 가장 먼저 천정을 
따라 모이기 시작합니다. 항상 연기 아래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www.doh.wa.gov
 
360-236-4027  
(800) 525-0127 파편 조각에 갇힌 경우 
 
DOH Pub 821-016  손전등이 있다면 구조대원이 자신을 찾도록 

할 때 사용하십시오. 

 

http://www.doh.w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