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요소 부수 현상

폭력 행위/
테러리즘
설명
테러리즘이란 협박 또는 강제하거나 몸값을 얻어내기
위해 사람이나 재산에 물리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테러리스트 는 총기, 칼 또는 차량과 같이 일상
속 물품을 사용하거나 예컨대 급조 폭발물과 같이 특별한
목적으로 고안된 무기를 사용하거나 중독성 또는 유독성
화학물질, 생물학 무기, 방사능 방출물 등의 대량파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는 제한되고 밀집된 지역에서 주로 총기를
사용하여 살해를 기도하거나 살인을 범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분명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으며, 공범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용어
F 미국 테러 경보 체계(NTAS)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위협 경보
체계로서 확실한 테러리스트 위협자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F 실내 대피는 건물 안쪽에 있되 창문이 없거나 거의 없는 작은
실내공간을 물색하고 그곳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F 폐쇄 대피는 건물이나
물리적 공간을 통제해서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 지침

재난 발생 전(대비/완화)
❏❏ Fairfax Alerts에 가입하고 배터리용 또는

수동충전용 NOAA 기상 방송 라디오를
장만합니다.
❏❏주위를 경계하십시오. 그러다 무언가를
보면 구두로 알리십시오. 911에
전화하십시오.
❏❏개개인의 행동에 주목하되, 무언가
수상다면 신고하십시오.
❏❏어떤 시설을 방문하든 2곳의 가장 가까운
출구를 파악합니다.
❏❏“도망, 숨기, 싸우기” 또는 “ALICE”
에 익숙해지십시오.
❏❏응급처치나 BleedingControl.org의 “
지혈” 프로그램을 배워 둡니다.
❏❏아래의 “응급 의료 상황"을
참조하십시오.

재난 발생 시(대응)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데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서둘러 결정합니다.
❏❏총격범/공격자와 맞닥뜨렸을 때:
• 도망, 숨기, 싸우기 및/또는 ALICE
원칙을 따릅니다.
•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고 정숙을
유지합니다.
• 소지품을 놔두고 자리를 뜹니다.
• 공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십시오.
❏❏공보를 청취합니다.
48

| 지역사회 비상대응 가이드

재난 발생 시(경찰 도착 시)
❏❏총격범/공격자와 맞닥뜨렸을 때:
• 초기대응 인력의 주된 책무는 위협자를

•
•
•

저지하는 일이라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따라서 이들에게 길을 터주되 상황이
안전해질 때까지 선발대의 도움을
바라면 안 됩니다.
경찰관을 보면 두 팔을 들고 양
손바닥을 보이게끔 쫙 펴십시오.
경찰관의 모든 지시사항에 순응합니다.
경찰관은 건물에서 아무도 못 다니게
통제할 책임이 있고, 모든 실내공간에
들어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재난이 지나간 후(복구)
❏❏필요하면 신체적 응급처치 및/또는

정신보건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 초기대응 인력에 어떤 질병이든 신고합니다.
❏❏경찰 조사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서

가족, 친구와 연락해 잘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사건 현장이든 사진을 찍었거나
실제로 목격하였다면 경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처음 도착하였을 때 누구든 용의
선상의 인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손을
들고 해당 위치에서 걸어 나오라는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계
상태로 집행됩니다.

진행 중인 폭력 사태 대응:
Run, Hide, Fight
(도망, 숨기, 싸우기)
(www.dhs.gov/optionsconsideration-active-shooterpreparedness-video)
33 Run(도망): 이용할 수 있는 대피
경로가 있다면 이동 대피를
시도합니다.
33 Hide(숨기): 이동 대피가
불가하다면 숨을 곳을 찾습니다.
33 Fight(싸우기): 도망 또는 숨기가
불가하다면 공격자를 저지하거나
무력화하십시오.
“ALICE”
(www.alicetraining.com)
33 Alert(경보): 경계하고,
현실부정을 극복하고, 행동
개시할 준비를 합니다.
33 Lockdown(폐쇄 대피): 이동
대피가 불가하다면 현재 있는
실내공간으로 통하는 진입 지점을
장애물로 막습니다.
33 Inform(알리기): 할 수 있고
그래도 안전하다면 외부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33 Counter(대항): 소음을
내고, 움직이고, 거리를 두고,
교란합니다(“싸우기”와 별개일
수 있음)
33 Evacuate(이동 대피): 안전해지면
위험 구역에서 벗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