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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의  연락 방법 
 

학교 수업 기간 중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침이 있지 않는 한 학교로 운전하고 오지 마십시오. 

 학교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미디어 뉴스를 통해 비상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비상시에는 학교 상황에 대해 여러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전달됩니다. 학교나 교육청으로 전화하는 것을 삼가해 

주셔야  비상 연락을 위 한 전화선이 확보됩니다. 상황에 

따라 부모님이 픽업 해서는 안될 때 도 있고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자녀를 픽업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만남은 두번째 우선이 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다음  정보 제공처 를 통해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스템 웹사이트 www.hcpss.org 

 하워드 카운티 교육청의 비상 소식을 이메일로 받기 

원하시면 www.hcpssnews.com에 등록해주세요. 

 학교 시스템 케이블 채널 95 번/Verizon 42 

 지역방송 
 

학교의 스케줄 변경이나 휴교에 관한 발표는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다룹니다.  비상시, 다음과 같은 주방송사에서 
정보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WMAR-TV – 채널 2   WIYY–FM – 97.9* 

 WBAL-TV – 채널 11 WMAL–AM – 630* 

WJZ-TV – 채널 13  WBAL-AM – 1090* 

 WRC-TV – 채널 4  WTOP-FM – 103.5* 

 WJLA-TV – 채널 7  WUSA-TV – 채널 9 
* 지역 비상 방송 경고 시스템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HCPSS) 
10910 Route 108  Ellicott City, Maryland 21042/  410.313.6600/  www.hcpss.org 
 

PIO 7 .09 

안 전 한 우  리  학  교 

부모님이  알아두실  비상시  대책 
P a r e n t s ’  G u i d e  t o  E m e r g e n c y  P r e p a r e d n e s s  
 

 

 

 

 

 

 

 

 

 

 

 

 

 

 

 

 

 

 

새학기야말로 학교의 비상연락 절차와 학생들의 비상 연락 카드를 

재점검하고 강조하기 좋은 때입니다. 비상시라하면 폭설부터 테러 

발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한 학교에 그칠 수 있는가 하면 전체 

교육구에 해당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카운티의 학교들 

은 비상 플랜을 잘 갖 추고 있으며 교직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비상 연락처를  학교에 꼭 제출하시고  혹시 변경 

사항이 생길 때는 즉각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2009-2010학년동안  꼭 보관하고 참조하세요! 

http://www.hcpss.org/
http://www.hcpssnews.com/
http://www.hcpss.org/


이러한 행동은 홍수, 화재,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 

과 관련된 사건, 혹은 학교를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만드는 상황들에, 꼭 국한된 것은 아니나, 적합한 것 

으로 고려됩니다. 

HCPSS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 

비상  대책안 
 

사전 준비와 계획은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위험을 최소화 

시켜줍니다. HCPSS 는 하워드 카운티의 경찰청, 소방구조대, 

지역비상대책네트웍(이하 CERN)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대책절차를 보다 잘 개발하려고 합니다. 
 
전체 학교시스템 차원의 비상 상황시에는 Ellicott City 

108 번 도로상에 있는 교육청에 비상운영센터(이하 EOC)가 

가동됩니다. 조직위원장(Chief Operating Officer)은 비상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감지하고 비상시 각기 감당해야 할 

역할을 위해 훈련받을 여러 중앙 행정가들과 협력 체계를 

마련합니다. 학교 시스템은 소방구조대와 경찰청 인력과 

더불어 학교 시스템의 비상대책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 및 현장실습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학교별 비상 대책안 
 

하워드 카운티의 각 학교는 학교 비상대책안을 개발하였 

습니다. 이것은 매년 갱신되며 모든 건물 관련 직원들과  

함께 점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학교 현장 정보, 비상시 

직원들의 책임, 직원들이 받게 될 훈련의 종류, 언제 훈련이 

있을지, 그리고 10 번의 실습을 위한 연중 계획 등이 들어 

갑니다. 
 

또한 이 계획안은 지휘 전달 장소, 의사소통 방법, 교사 

“동료” 시스템, 학생 귀가 절차, 일반적 비상 활동, 그리고 

재난에 대비한 절차 등 비상 대책 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건물 안팎) 
• 화재 경보나 경적 소리가 울립니다. 상황이 허락되면 
 공공연락 시스템을 통해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 건물 내를 대피하는 경우, 학생과 교직원은 가장  

 가까운 안전 출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 나가 미리 

 정해진 장소에 모입니다.  건물 밖에서 대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되, 단지 미리 정해진 장소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걷거나 교통편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해당됩니다. 

• 학생과 교직원은 지휘관으로부터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피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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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 실시 
 

• 메신저나 공공 연락 시스템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대피소 실시(사이), 대피소 실시(사이), 대피소를  

 실시합니다.” 상황이 허락되면 현 비상 상황의 내용도 

알려줍니다.   

•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은 배정된 교실로 가능한 빨리  

  옮깁니다. 

• 격리된 교실에 있던 학생과 직원들은 본 건물로 즉시 

이동합니다.  

• 창문과 문은 모두 즉시 닫습니다. 

•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해당됩니다. 

• 만약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테이프를 문과  

 창문과 환기통에 붙이고, 젖은 수건을 바닥에 둡니다. 

• 온난방 시스템을 끕니다. 

• “대피소 실시”라는 싸인을 정문 바깥 쪽에 부착합니다.  

•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측이나 비상 대책위원 

(경찰/소방 구출요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위험한 물질이 방출되었을 때나, 화재가  

근처에서 발생한 경우, 생화학테러 등이 생길 경우에 적합한  

대응입니다. 연방비상관리에이전시(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와 지역사회  

안전담당관에 의하면 “대피소 실시” 상황은 단기간, 몇  

시간에 걸쳐 실시되는 것이지 며칠에 걸쳐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상대책안에 덧붙여지는 것은 현장 지도로, 여기에는 집합  

장소, 이동 정보, 출입구, 실내외 지휘처, 실어 올릴 장소,  

기물 조절, 의료시설 둘말한 곳 등이 수록 됩니다. 또한 비상  

대피소가 설치되면 공급을 도와줄 인접 사업체나 시설과의  

사전 협의 내용도 수록할 수 있습니다. 
 

비상 용품 
 

모든 학교에 비상 용품이 배포되었습니다. 이동과 보충이  

쉬운 이 도구에는 장애물 주의 표시 테이프, 도관 테이프,  

메가폰, 주황색의 구조용 조끼, AM/FM 라디오와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학교들은 건물 구조도, 교직원 명단,  

학생들의 비상연락 카드, 지역별 지도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기주의보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각  

학교에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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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스케쥴로 되돌아 가도록 학교나 교육청의 지시가  

 비상지휘관이 또 다른 대응의 필요성을 결정하지 않는  

상황과 같이 학교 전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사고 대책위원장이 “모두 평정되었다”라는 지시가 

있을 때 까지 교직원과 학생들은 계속 차단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학생들은 최소한 어른 한 명의  

 차단합니다.”라고 알립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현 비상 

적합한,  그러나  꼭 이런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  행동이 되겠습니  

이와 같은 행동은 극적인 폭력 상황 그리고/혹은 총기 발사  

• “부분적 차단 실시”라는 싸인을 정문에 부착합니다. 

 에스코트로 건물 내의 활동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 메신저나 공공연락 시스템에 의해 “알려 드립니다.  

 한 그 자리에 남아 건물내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 행동은 폭력 상황, 범죄 행위 혹은 학교 전체에 영향을  

• 비상 대책위원(경찰/소방 비상 구출요원)이나 학교 

• 실외에서 하던 활동들(쉬는 시간, 체육 등)은 즉시  

• 모든 실외 문은 차단되고 주요 출입구들은 출입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적합한 행동이  

•  평상시 활동은 건물 내에서 그대로 실시합니다. 

 제한합니다. 들어오려는 사람에 대해 신분증을 

 멈추고 더 이상의 알림이 있을 때까지 활동을  

•  격리된 교실로 옮긴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의  

 있기 전까지는 부분 차단 상태를 유지 합니다. 

 부분 차단(사이), 부분 차단(사이), 부분  

•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해당됩니다.. 

 상황의 내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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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하지 않습니다.   

  요구하게 됩니다.  

되겠습니다.  

부분 차단 

다.  

 

 

 

 비상지휘관이 또 다른 대책의 필요성을 결정하지 않는  

 차단합니다.”  메신저나 공공연락 시스템을 통해 이와  

• 비상 상황때문에 일찍 하교하게 되면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취소됩니다.  

•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블라인드나 커튼을 칩니다.  

 한 그 자리에 남아 건물내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은 

 건물 안이나  격리 가능한 교실로 즉시 옮깁니다. 

• “알려 드립니다. 차단(사이를 두고). 차단(사이).  

• 비상 상황으로 인해 학교가 일찍 하교하게 되면  

• 평소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일찍 하교시킵니다. 

 방과후 및 야간 행사는 학교 주관이든 아니든  

• 방과 후 및 야간 행사는 학교 주관이든 아니든 

• 모든 실내외 창문을 닫습니다. 누구도 건물을  

• 격리된 교실로 옮긴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의 

 학교내에서 실시되는 것은 모두 취소됩니다. 

 학교내에서 실시되는 것은 모두 취소됩니다. 

 이것이 없는 장소일 경우, 불을 꺼야 합니다. 

• 상황이 안정적인 경우, 학생들과 교직원은  

 앉아있거나 바닥 에 누울 수 있습니다. 

•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해당됩니다. 

•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 학교 주관 모든 행사는 취소됩니다. 

 같은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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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보호 차원의 행동 

늦은 등교/조기 하교 

휴교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