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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 공격이 발생하면 당국은 사람들에게 대피소를 찾아 실내를 차단하거나(실내 대
피) 즉시 피난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집안이나 사무실 또는 학교에 그대로 있으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실내 대피”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실내 대피
화학제는 사람이나 동식물에 독성작용이 있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 물질을 말합니
다. 대부분의 화학제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합니다. 부상의 심각도는 사용

된 화학제의 종류와 양, 노출 지속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내 대피 방법

■ 수건을 물로 적셔 문 아래쪽의 틈을 막
아줍니다.

■ 비닐 방수포를 잘라 창문과 통풍구를 덮
어줍니다. 덕트 테이프로 비닐 방수포를 
고정시킵니다.

■ 문 주변을 테이프로 봉합니다.

■ 라디오를 켜놓습니다.

■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환기를 시
키거나 차단된 대피장소를 떠나지 마십
시오.

꼭 기억하여야 할 사항

■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주의깊
게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방황하지 말
고 목적지와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방법
을 파악하십시오.

■ 화학제 노출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
니다. 피해자를 구하거나 돕겠다고 대피
소를 떠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결정
이 될 수 있습니다.

■ 밖으로 나와도 좋다는 당국의 안내가 있
을 때까지 실내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 문과 창문 수가 가장 적은 방에 
들어가 방 안의 빈틈을 막아줍니다.

■ 환기 장치를 끄십시오(냉난방기, 
벽난로 바람 조절판 등).

■  모든 창문과 문을 
닫으십시오.

■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 화학제에 의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비훈련자가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밖으로 나와도 좋
다는 당국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대
피장소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 대피소를 찾기 전에 외부에 있었고 이
때 화학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되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차
단된 대피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겉옷을 벗어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
지를 묶어둡니다. 물이 있다면 씻거나 
찬물이나 온수(뜨거운 물은 안됨)로 샤
워하되 물과 비누를 충분히 사용합니
다. 눈에 비누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되
도록 물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해당 지
역을 떠날 때는 목적지의 비상대응반원
(emergency responders)이나 의료진
에게 자신의 화학제 노출 가능성에 대
해 알려줘야 합니다. 비상상황 종료 이
후 안전한 수거가 가능하도록 비상대응
반원들에게 옷을 넣어둔 봉지에 대해 알
려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