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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기본훈련의 역사 
지역공동체비상대응팀(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프로그램은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국가적인 지원으로 지역 수준에서 실행되는 계획입니다. 
CERT는 팀 조직, 재해 의료 운용, 화재 안전 그리고 간단한 수색 및 구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재해대응 기술을 훈련시킵니다. 지역 CERT프로그램은 재해기간 동안 전문 
대응팀이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가족, 이웃, 직장동료 그리고 다른 
지역공동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조직화합니다. 
재해발생 이전, 도중 그리고 이후에, CERT 자원봉사팀은 이웃들을 확인하고,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비상운용센터를 지원하고, 교통 및 군중 통제를 돕는 등 
기본적인 대응활동을 수행합니다. CERT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전문 대응팀들이 보다 복잡하고 필수적이며 중요한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CERT자원봉사자들은 또한 비상사태 대비 행사,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 등을 조직하고, 
장려하고 참여함으로써 본인들의 지역공동체를 지원합니다.  

Los Angeles소방본부(LAFD)는 1985년 멕시코와 일본에서 재해에 맞서는 시민들의 
대응을 연구한 끝에 CERT프로그램을 조직한 바 있습니다. LAFD는 재해발생 초기에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대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가족, 동료 그리고 이웃들이 종종 자발적으로 서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아주 효과적인 반면, 훈련이 
부족하여 본인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10,000명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1985년 멕시코시 대지진의 대응기간 동안, 훈련받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이 700여명의 목숨을 구했지만, 불행하게도 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기간동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LAFD는재해대응훈련을 발전시키고 Los Angeles 주민들에게 이를 
제공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추후 재해발생 기간 및 이후에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고 
책임있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LAFD는 1986년에 최초로 
CERT훈련 시범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진보다는 허리케인이 주요 위험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포함하여 전국의 여타 소방본부들도 LAFD의 훈련 사례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훈련개발에 기초하여 연방재해대책기구인 FEMA는 모든 종류의 위험요소에 
적용가능하고 전국 지역공동체들에게도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1994년 
CERT자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시점 이후로 수천 명의 헌신적인 훈련사, 조직 
그리고 주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책임을 받아들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책역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CERT프로그램 본부는 2019년 CERT 기본훈련 업데이트에 기여해 주신 지역, 주 
그리고 현지의 협력자들과 주제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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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대비를 위한 모델 
CERT 프로그램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해 발생시 보다 안전하고, 잘 대비되어 
있으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에 있어 매우 핵심적입니다.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대비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재해에 따른 예상되는 혼란과 잠재적인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위태로운 기간동안 본인들의 
집과 가족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전 계획을 통하여 
이웃들과 일터에서는 부상, 생명손실 그리고 재산피해 등을 감소하는 것을 돕기위해 
서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서의 대비는 비상시 필요사항을 줄이고 전문대응팀의 
지원이 가능할 때까지 기존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재해에 따른 행동연구는 재해발생 중 협력하는 단체는 사전에 재해대응을 위한 계획과 
훈련이 있었을 경우 재해발생 도중에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또한 조직화된 풀뿌리 노력은 이웃의 모임, 학교, 직장, 예배처소, 그리고 기존 
조직과 같은 해당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인 구조와 통합될 때 보다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은 정부, 자원봉사단체, 개인 사업체, 학교 그리고 지역 단체와 같이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계획과 협조가 요구됩니다. 훈련 및 정보와 더불어 
개인 및 공동체 단체는 재해발생 직후에 필요한 비상기능의 많은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 자원으로서 봉사를 위해 준비될 수 있습니다. CERT프로그램은 개인들이 
효과적인 재해대응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준비를 돕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 재해 또는 폭발이나 위험물질 
사고와 같은 인공적/기술적 사고 등에 의한 피해는 정부 업무로부터 개인사업 및 
시민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고는:  

• 우리의 자원, 통신, 수송 및 공익시설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압도하고,    
• 많은 개인과 이웃을 외부 지원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피해를 입은 도로나 혼란상태의 통신시설은 비상대응기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재해 직후의 초기기간 중(보통 3일이나 
그 이상) 개인, 가정 그리고 이웃들은 다음과 같은 본인소유 자원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 음식, 
• 물,   
• 대피처. 

이러한 초기 기간 중 이웃과 직장내에서 개인의 대비, 계획, 생존 기술 그리고 상호 지원 
등은 재해 이후의 기간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대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존의 질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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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의 지역공동체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소와 공동체의 
계획 및 대책, 위험요소별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 및 대응 기술, 중요 비상보급품의 
준비방법, 그리고 가정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소 경감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여러분은 잠재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태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이웃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CERT의 운용 방법 
모든 CERT는 해당 후원기관에 의해 개발된 표준운용절차에 의거하여 조직되고 
훈련되는 바, 회원들은 재해 발생시 사용될  잠재적 모임장소나 집결구역을 식별하게 
됩니다.  

집결구역은 소방서 및 기타 업무들이 CERT와 교류하는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중앙집중화된 연락처를 통해서 피해산정에 대한 연락 및 자원봉사자 인력들의 보다 
효과적인 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활동지역이 이웃, 직장, 학교, 대학 교정 또는 
여타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CERT에 해당됩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는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재해발생 시, 
지역공동체는 필요에 따라 CERT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본인들의 
필요사항과 본인들의 즉각적인 환경에 먼저 우선순위를 평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역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CERT 봉사자들은 집결구역에 보고해야 
하고, 최초로 도착하는 자원봉사자가 해당 재해대응에 대한 팀 지휘자(Team Leader: TL)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TL은 다른 봉사자들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지역이 심한 영향을 입은 것을 발견한 자원봉사자들은 가능한 
자원을 지원받기 위하여 집결구역에 연락원(runner)을 보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연락능력 및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햄 라디오(무전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ERT는 효과적인 초기대응 능력을 제공합니다. 훈련된 CERT 봉사자는 먼저 
개인으로서, 그 다음에는 팀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하게 되며 부여받은 지역 내에 
전개하여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 주택의 천연가스를 차단하고, 간단한 수색과 
구조를 수행하고, 기본 의료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ERT는 또한 비상사태 전문 
대응요원들을 위한 효과적인 ñ눈과 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훈련된 봉사자들은 대피소 
지원, 군중 통제 및 대피 등과 같은 비위험 기능을 수행하며 조직에게 중요한 잠재적 
인력을 제공합니다.  

CERT기본훈련 
비상업무요원들이 투입가능할 시, 이들은 가장 잘 훈련받았고 비상사태를 조치하기 위한 
장비를 가장 잘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재해 발생에 따라 피해지역의 규모, 
연락불가능한 장비 또는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등을 포함하여 아주 많은 원인에 의하여 
장기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역공동체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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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기본훈련은 대규모 재해 발생시 여러분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 역시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비상업무 지원요원들이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CERT 훈련을 활용하여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비상업무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재해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포함합니다. 훈련과 연습 그리고 팀으로서 역할을 통해, 여러분은 본인을 보호할 
수 있고 재해 발생 후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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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개요 및 목적 
CERT 기분훈련은 재해의 여파로 인해 지역 사회의 즉각적인 필요에 즉각적인 
비상업무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과정을 수료한 개인들에게 소정의 
기본기술을 제공합니다. CERT봉사자들은 협력을 통하여 본 과정의 기본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의 
대상자는 재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데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요망하는 개인들입니다.  

전반적인 훈련과정의 목적
본 과정을 수료함에 따라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본인, 본인의 가족 그리고 본인이 속한 지역공동체가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2. CERT프로그램의 기능, 조직 및 즉각적인 재해대응에 대한 CERT의 업무 역할을 
설명하는 것, 

3. 생명을 위협하는 조건 식별, 적절한 생명구조 기술의 적용, 환자의 몸 전신에 대한 
평가 진행, 부상에 대한 기본치료법 사용, 그리고 재해시 실행되는 의료운용에 
대해 아는 것,   

4. 재해발생 후 감정적인 환경 그리고 본인의 긴장요소는 물론 재해 피해자들의 
긴장요소를 완화시키기 위해 봉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는 것, 

5. 본인들의 가정, 직장 그리고 이웃에서의 잠재적 화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제거하며, 기본적인 화재진압 전략, 자원 및 안전 대책을 수행하는 것, 

6. 계획 식별 및 요구사항 판단, 구조물 수색, 잔해물 제거, 생존자 구출 그리고 
구조원 안전사항 등을 포함한 간단한 수색 및 구조 작전과 연관된 가장 보편적인 
기술을 설명하는 것,  

7. 현재의 테러 추세와 테러 사항이 발생하기 전 CERT 봉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책사항 및 테러 발생 당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 

위에 설명한 전반적 훈련과정 목적외에도 각 과에는 특정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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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의제 
본 과정의 의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특정 지역공동체에 해당되는 구체적 
위험요소에 대한 토론을 가능케 하고, 훈련학급의 규모에 따라 모든 참가자들이 본 
과정의 연습 부분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본 의제는 일부 조정이 요구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과별 주제

1 

재해 대비

• 1과 개요 
• 지역공동체의 대비: 역할 및 책임 
• 위험요소 및 이의 잠재적 영향 
• 가정 및 직장의 대비 
• 위험요소의 영향 경감을 통한 충격 감소  
• CERT 재해 대응 
• CERT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추가 훈련  
• 1과 요약 

2 

CERT 조직 

• 2과 개요 
• CERT 조직 
• CERT 동원 
• 문서 
• 2과 요약 

3 

재해 의료반 운용 – 제1부 

• 3과 개요 
•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치료  
• 기본 응급조치   
• 3과 요약 

4 

재해 의료반 운용 – 제2부 

• 4과 개요 
• 다중손상사고 
• 재해의료반 운용의 기능 
• 의료치료 지역의 설정 
• 몸 전신에 대한 평가 진행 
• 공공보건에 대한 고려사항 
• 4과 요약  

5 

재해 심리학

• 5과 개요 
• 재해에 대한 반응 
• 자가 치료 및 단체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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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별 주제

• 생존자의 감정적 대응에 대한 처리  
• 5과 요약 

6 

화재 안전 및 유틸리티 통제

• 6과 개요 
• 화재의 화학성분 
• 화재 판단 고려요소  
• 소방 자원 
• 화재진압시 안전조치  
• 화재 및 유틸리티 위험요소 
• 위험 물질  
• 6과 요약 

7 

간단한 수색 및 구조 작전

• 7과 개요 
• 수색 및 구조작전 중의 안전 
• 옥내 및 외부 수색작전 진행 
• 구조작전 진행  
• 7과 요약 

8 

CERT와 테러 

• 8과 개요 
• 테러리스트의 목표 및 전술 
• 지역공동체에서의 대비  
• 총기 난사 상황 
• 대응팀이 도착할 때까지  
• 위험물질 및 화학/생물학/방사능/핵/고폭탄(CBRNE) 
• 8과 요약 

9 

과정 복습, 최종시험 및 재해 시뮬레이션 

• 9과 개요 
• 과정 복습  
• 최종 시험 
• 재해 시뮬레이션 
• 연습 평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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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기본훈련 수료 후  
CERT기본훈련 과정 수료에 따라 여러분은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역공동체에서 재해 대응 중 비상대응팀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추가 문서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보안경, 장갑, 기본 응급처치 물품 등과 같은 CERT안전 장비를 보관하고 
이를 재해 발생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재해대응 훈련은 일시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효과적인 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후속 훈련과 반복숙달을 통해 기술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분과 팀은 여러분 
지역에서 제공되는 보충훈련에 계속 참가해야 합니다. 다른 팀과 함께 재해 예상 
시나리오를 연습하면 연습을 확장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 팀과의 소중한 연결망 
형성을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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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기본 제 1과: 재해 대비 
본 과에서 다음을 학습하게 됩니다: 

� 지역공동체 대비를 위한 역할 및 책임: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재해 대비에 
있어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  

� CERT의 역할: CERT조직, 재해 및 비재해시 역할, 그리고 재해업무요원들의 
법적책임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  

� 재해 요소 및 이들이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전력서비스에 대한 심각한 비상사태 
및 재해의 잠재적인 영향, 비상사태 서비스, 전화 통신, 수송수단, 그리고 
이용가능한 식량, 물, 대피처 및 연료.  

� 개인 및 조직의 대비: 본인의 생존의 질을 향상시키고 위험요소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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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장소 설정
자연재해 및 인공재해에 의한 피해는 상당한 규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비상업무요원들이 가장 잘 훈련받았고 비상사태를 조치하기 위한 장비를 가장 잘 
갖추었지만, 이들이 재해발생 후 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지역공동체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체적으로 며칠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대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 물, 응급처치, 그리고 
대피소와 관련 자체 자원에만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웃이나 직장동료들이 
부상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비상대응팀(CERT)은 대응 자원이 압도되거나 지연될 경우 재해발생 직후의 
기간동안 대응하게 됩니다.  

CERT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후원기관 및 훈련분야에 의해 개발된 표준운용절차(SOPs)에 의거하여 
요청된 비상업무 지원요원을 돕고,  

• 재해 발생 후 비상업무 지원요원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 비상사태 이전에 가족과 공동체들을 대비시키고, 비상사태 기간동안 
초기대응요원들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웃을 지원하는 것.   

CERT는 비상사태 대응에 있어 귀중한 자산이지만 CERT는 전문 대응요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CERT는 
전문대응요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이들과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본 훈련은 
비상업무지원요원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재해 발생 시 알아야 할 
중요한 기본 기술을 포함합니다.  

제1과 목적 
재해 대비에 대한 본 과의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CERT의 기능을 설명하고, CERT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CERT가 
어떻게 여러분의 공동체의 비상사태 대비구조에 적합한 지를 설명하고, 

2. 여러분의 공동체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의 종류를 설명하고, 
인체와 건강 및 기반시설에 미치는 이들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3. 가족재해대비계획 및 비상사태 대비물품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공동체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재해로부터 본인과 가족을 대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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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1: 탑 구축 
지침사항: 본 연습을 위해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1. 5명이 한 그룹이 되어 바닥에서 위에까지 최소 5피트가 되고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탑을 설계하고 조립하세요. 

2. 총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첫 5분은 그룹 전체가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사용하세요.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주어진 재료를 만져서는 안됩니다.  

3. 언제 조립을 시작할지 지침을 기다리세요. 이 시점으로부터 5분동안 탑을 
완성해야 합니다. 

본 연습동안 사용하는 문제해결, 소통, 팀 협조 기술은 CERT 봉사자로서 여러분이 
사용할 기술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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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의 대비는 재해의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주요 우선순위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재해발생 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지역공동체의 대비는 다음과 같은 해당 공동체의 특별한 요소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위협, 위험요소 및 취약성, 
• 기존의 기반시설, 
• 해당 공동체의 자원 및 기술, 그리고  
• 해당 공동체의 인구 구성. 

또한, 효과적인 지역공동체의 대비는 다음과 같은 모든 공동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정부기관 지도자 및 공공기관, 
• 민간 및 시민 공동체 지도자, 
• 자원봉사자 단체, 종교 단체 및 부족 공동체를 포함한 일반 대중.  

정부기관

정부는 비상사태 운용계획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정제하며, 비상대응요원들이 적절한 
기술 및 자원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또한 지역공동체의 
계획 단계에 관여하고, 해당 계획상의 지역공동체 자원을 결합하고, 신뢰있고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훈련, 연습 그리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장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업무 제공자들은 아래와 같은 영역의 전문가들이 포함됩니다: 

• 비상관리, 
• 비상 의료 서비스,  
• 화재 및 구조,  
• 인력 서비스,  
• 법률 집행, 
• 공공보건 서비스,  
• 공공 업무.  

비상운용계획(EOP) 
재해 대응을 담당하는 모든 정부 기관은 비상 사태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활동을 조직하고 조정합니다. 이들 기관의 업무 결과가 해당 지역공동체에 대한  
비상운용계획(EO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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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P 문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합니다: 

• 어떤 한 기관(예: 소방서)의 능력이나 통상적인 책임을 초과한 비상사태 발생시,
계획된 시간 및 장소에서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에 책임을
부여하고,

• 명령계통 및 조직적 관계를 설정하고 모든 활동이 협조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 비상사태 및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 관할구역 내에서나 다른 관할구역과의 합의에 의한 인력, 장비, 시설, 공급품,
그리고 기타 사용가능한 자원을 대응기간 및 회복 작전에 사용하기 위해 식별하는
것.

결론적으로 EOP는 비상사태 중 어떻게 지역공동체가 기능하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지역공동체 지도자들
민간 및 시민단체의 지역공동체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대비에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계나 지역구를 반영하는 통찰력과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계획협조기구에 참여하는 것. 예를들면, 장애자, 지역 학교, 언어나 문화가
다른 지역공동체, 소규모 사업체, 빈곤 계층, 신앙공동체 등,

• 적절한 자원을 식별하고 이를 정부 계획에 통합시키고,
•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직원, 고객 또는 지역 주민들이 대비활동에 준비하고,
훈련받고 연습하도록 하는 것.

일반 대중
일반 대중 또한 대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해당 공동체의 주의보와 경보 및 대피 경로에 대해 배우고, 중요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는지 배우고,

• 대비, 응급처치 및 대응 기술에 대한 훈련을 습득하고,
• 여러 환경에서 실행되는 정기적 훈련을 통해 기술 및 개인적 계획을 연습하고,
• 연결망을 구성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 지역공동체의 피드백 기회에 참여하고,
•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하고,
•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

지역공동체 전체의 개입
FEMA 비상관리의 모든 지역공동체 (Whole Community) 접근방법은 재해 대비 및 
회복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화에 사회 전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 
전체란 공동체의 대비에 개입해야 하는 공동체 내의 모든 협력자들을 지칭하며 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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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포합됩니다. 즉,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신앙단체, 학교, 비영리단체, 민간부문 
기관, 그리고 풀뿌리 단체, 개인, 가족, 지역에 있는 공동체 및 사회 지역망. 

시민봉사단(Citizen Corps)과 같은 공동체내의 협조기관들로 구성된 공동체 연합은 해당 
공동체 전체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관계는 재해 발생 후 
공동체를 더 강하고 탄력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사회자본은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에 
부여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높은 사회자본을 소유한 공동체는 재해발생 후 더욱 더 
효과적으로 복구되며, 평상시로 복구하기 위해 외부자원에 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능하는 공동체는 인력에 의해 추진되는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동체 연합은 비상계획이 해당 공동체의 필요, 
난제, 능력 및 자원을 반영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체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도록 합니다.  

참여하세요

대비에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아래는 참여하는 몇 가지 
단계입니다.  

•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지역 내의 위험요소 및 위기상황시 서로 도울 수 있게 
해주는 모든 크고 작은 조치들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하세요. 

• 여러분의 직장, 학교, 예배처소 및 기타 사교 장소에서 비상사태를 계획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들이 계획을 세웠는지, 이들이 비상관리 및 
기획에 관한 공동체 책임자와 연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보수 훈련 및 연습을 통해 
본인의 기술을 유지하세요.  

• CERT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제공하고, 연습을 하고, 팀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연계하세요. 

• 가족과 이웃과 함께 그리고 직장, 학교, 예배처소 및 공동체 조직 행사 등에서 
훈련과 연습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하세요. 본인이 더 많은 연습을 할수록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더 잘 대비시켜 줍니다.  

• 본인의 친구와 가족에게 자원봉사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CERT 및 기타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를 돕는 자원 봉사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좋은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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Ⱡ 3 : ─ ⅝ἵ ḓ ○◓♠ ₅   

재해의 종류
재해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예: 지진, 산불, 홍수, 혹서, 허리케인, 산사태, 천둥을 동반한 폭우, 
토네이도, 쓰나미, 화산폭발, 겨울폭풍 등), 

• 기술적 또는 사고에 의한 재해(예: 위험물질 방출, 원자력발전소 사고), 
• 테러사태(화학, 생물, 방사능, 핵 또는 고폭파 무기), 
• 유행성 전염병, 
• 주택화재.  

CERT 봉사자는 일반적으로 이들이 속한 공동체에서의 대규모 사고에 대응합니다. 본 
CERT훈련의 범위에는 유행성 전염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화재는 통상 공동체 
사고가 아니므로, 제 6과: 화재 안전 및 유틸리티 통제에서 다루겠습니다. 본 훈련의 
목적을 위해 토론될 대부분의 위험요소는 자연적, 기술적, 사고, 또는 테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해의 주요 요소
재해는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주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들은 비교적 예상할 수 없으며, 대비할 수 있는 경고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 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는 초기에 사용 가능한 대응 인력 및 응급 서비스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재해는 생명, 건강 및 환경을 위험에 빠트립니다.  

재난 직후에는 비상업무전문요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CERT는 일련의 비상업무에서 필수적인 연결요소가 
됩니다.  

위험요소에 대한 지역적 취약성 이해
위험요소에 대한 공동체의 취약성 평가는 해당 공동체의 대비 대책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위험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목표로 합니다. 
위험요소에 대한 공동체의 취약성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유용합니다:  

• 가장 흔한 재해 발생을 식별하기, 
•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기,  
• 최근 및/또는 과거의 영향을 고려하기, 
• 특정 위험 요소(사람, 건물, 기반 시설)에 민감한 지역 사회 위치를 식별하기, 
• 업무 마비 및 회복기간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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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에 대한 영향
우리 공동체의 번영과 성장을 가능케하는 기반시설 및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일어나는 충격은 종종 필수적인 정부 업무, 
사업체 및 개인들에게 훨씬 넓은 범위의 건강, 안전, 경제 및 환경적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도표 1.1참조).  

도표 1.1: 기반시설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의 예 

위험에 처해있는 기반시설 예상되는 충격

수송 

• 도로 폐쇄 및/또는 통과불능  
• 대응요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  

• 필요한 공급물품(음식, 물 등) 흐름의 지장 

구조물 
• 피해를 입은 중요 시설물(병원, 소방서, 경찰서, 공항 
등)의 작동 불능 

• 추락하는 잔해물에 의한 피해 위험 증대  

통신체계 

• 생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연락하는 전화가 불통 

• 서비스 조정 제한 
• 가족 및 친구간에 연락 불가능  

유틸리티 

• 서비스 손실   
• 화재나 전기충격에 의한 증가된 위험 
• 연료에 대한 제한적 접근 (휘발유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등) 

수도 서비스 

• 의료시설이 지장받음 
• 부족한 물의 흐름 (물을 끓여서 사용하라는 통보 및 
소방 능력 제한) 

• 공공 건강에 대한 증가된 위험 

연료 공급 
• 연료 파이프 파열로 인한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증가된 
위험 

• 통과불능한 도로에 의해 제한된 연료 흐름 

재무적인 서비스 • 현금인출기 부작동  
• 신용카드 시스템의 부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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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손상의 결과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이와 같은 재해발생시 경찰, 소방 및 비상의료서비스 등의 
역량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해 중 병원의 응급실 요원들은 부상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자원의 우선순위를 배정합니다. 응급실 요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은 
최고의 우선순위이며 이를 가장 먼저 치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해 중이나 이후에 
비상업무지원요원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의 우선순위를 배정해야 합니다.  

• 경찰은 중대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고를 다룰 것입니다. 
• 소방관은 주요 화재를 진압할 것입니다.  
• EMS(응급치료서비스)요원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지해야 하는 것은 CERT는 EMS팀이 도울 수 있을 때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우선순위가 낮은 요구사항은 다른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구조물 형태와 관련된 피해
해당 공동체가 주요 구조물 형태로부터 어떤 종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고층건물과 같이 공학적으로 설계된 건물은 
대부분의 재해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지진, 홍수(허리케인, 쓰나미) 및 
폭풍(토네이도, 허리케인) 발생 시, 오래된 고층건물은 다음과 같은 피해에 취약합니다:  

• 유리 파편, 
• 지지대 추락, 
• 복도 및 계단 붕괴.  

건물의 연수, 건축 형태 및 재해의 종류를 염두에 두는 것은 분리 건축된 주택이나 차고에 
대한 잠재적 피해에 있어 주요한 요인입니다.   

• 일세대용 주택의 토네이도 및 허리케인 피해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것에서부터 
전손파괴까지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194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원래 주택기초공사에 빗장을 설치하지 
않아 흔들리거나 바람에 날리거나 주택기초부분이 물에 뜨기 쉽습니다.  

• 강력하지 않은 벽돌로 건축된 낙후된 주택은 새 건축물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 재해사고가 한 구조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 가스관이 파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의 위협이 해당 재해사고를 잇따를 수 있습니다.  

• 이동형주택(모빌홈)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에 가장 취약합니다. 주택이 
이탈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온전한지 의문이 생기게 되며, 수도 및 전기와 같은 
유틸리티 연결장치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화재 및 전기충격의 위험이 
증대됩니다.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주 유틸리티 장치는 물론 각 
개별가구에 위치한 유틸리티 장치도 차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용에 따른 효과나 
결과의 중대성을 염두에 두세요. (제6과에서 유틸리티 통제를 보다 깊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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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 건물 

규격초과 지붕의 폭을 사용한 다용도 건물은 재해발생시 붕괴 및 파열된 유리조각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건물들이 포함됩니다: 

• 공항, 
• 쇼핑몰 및 쇼핑가, 
• 예배처소, 
• 스포츠 관람 경기장, 
• 창고건물 형태의 구조물.  

비구조물 위험요소 

주택, 차고 또는 직장내에 있는 붙박이구조물이나 기타 물품 및 모든 종류의 구조물은 
재해발생 중이나 직후 위험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요동, 물 또는 바람 등에 의해 온수기나 가스레인지 가스관의 파열,  
• 추락하는 책, 그릇 또는 기타 캐비닛 내용물,  
• 이탈되는 가전제품 및 사무실 장비에 의한 부상이나 전기충격의 위험 및/또는  
• 잘못된 전기배선, 초과용량의 플러그, 벗겨진 전깃줄.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은 개인대비의 중요 부분입니다. 언제 어떻게 유틸리티를 
차단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6과 화재안전 및 유틸리티 통제에서 유틸리티 
차단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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Ⱡ4 : ʺ♬ ḓ ֹו◑╥ ҍẋ 

FEMA는 개인 및 공동체의 준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반으로서 사회적 및 물리적 과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2007년 이후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에 있어 
대중들의 지식, 태도 및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의 가정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전국가정설문조사에서는 개인의 대비에 대한 중요 사항들이 
발견되었고, 이 대비 개념은 CERT기본훈련과정 전반에 걸쳐 반영되었습니다.  

• 응답자의 68퍼센트가 3일동안 지낼 수 있는 만큼의 물품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 응답자의 63퍼센트가 중요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대답했습니다. 

• 응답자의 39퍼센트가 지난 해에 대비에 관련된 정보를 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 응답자의 27퍼센트가 지난 해에 대비를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했다고 
대답했습니다. 

• 응답자의 18퍼센트가 지난 해에 대비에 관련된 모임/훈련에 참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해 대비
많은 대비행동요령은 모든 종류의 재해에 유용하며, 어떤 종류는 특정 재해에만 
해당됩니다. 대비를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위험요소나 지역공동체에 가장 
관련있는 위험요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주의보 및 경보 체제, 
대피로, 대피장소 계획 등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중 경험할지도 모르는 
특이하거나 낯선 형태의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해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해대비의 중요 요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취하는 
기술을 가지고,  

• 가족의 재해계획 및 이러한 계획을 훈련으로 연습하고, 
• 여러 위치에 공급물품을 모아 놓고,  
• 경감활동을 통해 위험요소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 훈련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관여하는 것.  

접근이나 기능적 요구사항, 애완동물 및 서비스 동물에 대한 고려 사항, 그리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 및 친구들을 위한 운송 요구 사항을 포함한 특정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대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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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웹사이트
도표 2.2: 대비 관련 웹사이트 

조직 웹사이트 주소 세부내용

 

https://www.ready.gov/community-
emergency-response-team  

CERT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교육 및 
정보.  

 

www.ready/gov/  

FEMA의 재해 대비를 위한 국내 
웹사이트. 아주 좋고 일반적인 조언을 
제공하므로 처음 시작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www.community.fema.gov 
Prepareathon은 지역 사회의 대비와 
회복성을 높이기 위한 풀뿌리 
캠페인입니다.  

 

www.redcross.org 

미국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의 
웹사이트에는 FEMA의 웹사이트인 
Ready.gov 에서 다루지 않는 몇몇 
주제를 포함해  자연재해 발생의 
대부분에 관련된 아주 좋은 팁과 
정보가 가득합니다.   

 

www.pandemicflu.gov 

질병통제예방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전염성 유행병에 관한 전국적 정보의 
중심지로서의 웹사이트를 
출범시켰습니다. 

가족 재해 대비 계획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아는 것 외에도 가족의 재해계획 또한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재해발생시 생사의 갈림길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재해계획에 다음 중요 사항들을 고려해보세요.  

• 가족과 어디에서 만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집 바깥에 있는 장소나 동네 밖에 
있는 또다른 장소를 정하고, 

• 주의 경계를 벗어난 ñ연락 확인처ò를 식별하고,  
• 장기 체류, 피난처 장소 또는 대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건물(집, 직장, 학교, 예배장소 등)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 어떠한 경로(여러가지 대안)를 사용하여 대피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https://www.ready.gov/community-emergency-response-team
https://www.ready.gov/community-emergency-response-team
http://www.ready.gov
https://community.fema.gov/AP_Login
http://www.redcross.org/
http://www.pandemicflu.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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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수단은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재해가 닥쳐오면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제일 먼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계획을 연습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집에서 대피하는 것과 ñ연락 
확인처”를 사용하여 가족 모두에게 연락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수행력을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가족의 재해계획 수립
계획을 시작하려면é 

• 지역비상관리소 및 미국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 여러분이 속한 지역공동체에서 가장 발생하기 쉬운 재해의 종류를 찾아 
내세요. 

- 재해발생시 어떻게 경보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각각의 재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세요.  
- 발생가능한 재해 종류에 대해서 토의하세요. 
-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세요. 
-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무엇을 할지 토의하세요.  
- 토의한 것을 연습하세요.  

• 재해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연락할 것인지를  계획하세요.  
- 만날 장소 두 곳을 선정하세요: 1)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집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있는 장소와 2)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동네 
밖에 있는 장소.  

- 누구나 전화를 걸 수 있는 "연락 확인처"로 타주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세요. 
• 선정된 사람에게 비상시 여러분의 타주 연락처임을 알리고 이러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부탁할 사항에 대해 
꼭 전달하세요.  

• “연락 확인처ò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연락할 사람들의 명단을 
주세요.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 비상사태를 가정하고 지역에 있거나 타주에 있는 연락처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연습하세요. 

- 명함크기의 목록에 가족과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준비하고 인쇄하여 각 
가족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세요.  

• FEMA는 비상시 중요연락처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가족연락계획을 
개발했습니다. 이 2 페이지짜리 계획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쇄 가능한 양면 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안을 위해 가족관계는op 구체적으로 적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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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단계를 완성하세요: 
- 비상시 필요한 전화번호를 집 전화가 있는 곳에 게시하고 모든 
휴대전화에도 저장하세요. 

- 책임있는 가족구성원에게 수도, 가스 및 주전원장치의 전기를 언제 어떻게 
차단하는지 보여주세요. 

- 집에 있는 각 층마다, 특히 침실 근처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모든 
침실이나 그 주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세요. 매달 경보기를 
시험하고, 봄과 가을에 시계의 시간을 바꿀 때에 맞추어 경보기 건전지를 
교체하세요. 

• 가정의 화재위험요소에 대해 알아 보려면 인근 소방서에 연락하세요. 
• 응급처치 및 CPR(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우세요.  

- 정보 및 훈련을 위하여 지역 미국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또는 국가안전협의회(National 
Safety Council) 등에 연락하세요.  

• 이웃과 만나세요.  
- 재해 발생 후 이웃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계획하세요. 이웃 주민이 
어떤 기술(예: 의료적, 기술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다른 
지역공동체의 협력자들과 같이 협력하세요.  

- 노인, 장애자 등 전용 편의시설 및 기능적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포함하여 이웃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 부모가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자녀 돌봄 계획을 세우세요.  

재해대비 공급물품의 집결 및 저장
재해가 닥치기 전에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최상의 대처입니다. 대비방법 중의 하나는 
재해대비 공급물품을 여러 장소에 모아 놓는 것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찾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물품들을 모아 놓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대피하거나 집에서 고립될 경우에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해대비 공급물품 키트 준비 

1. 다음 몇 페이지에서 확인목록을 검토하세요. 
2. 목록표에 있는 물품들을 모으세요. 공급물품 상자에 필요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이미 여러분의 집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비상 사태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이러한 물품을 저장해 놓으세요,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비상시 가스 스위치를 잠그기 위한 
렌치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후 
비상용품세트에 다시 넣어 두세요.  

3. 대피시 필요한 비상물품은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용기에 넣어 두세요. 이러한 
물품에는 별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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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비 공급물품 키트에 대한 참고사항: 

물 

• 음료수병과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보관하세요.  
• 물 저장에 가장 적합한 것은 용기의 밑부분에 번호 1과 삼각형의 재활용 표시가 
있는 것이니 확인해보세요. 우유병과 유리병같이 빨리 분해되거나 부숴지기 쉬운 
용기 사용은 피하세요. 

• 비누와 따뜻한 물로 씻고, 수돗물에서 물을 채우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세요.  

• 모든 플라스틱 용기는 분해되므로 위의 절차에 따라 매6개월 마다 비상용 물을 
교체하세요. 

•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매일 2 쿼트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더운 환경과 강렬한 신체 활동으로 인해 마시는 물량이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수유중인 어머니 및 병자는 물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 최소 하루에 한 사람당 1갤런의 물을 저장하세요 (3 쿼트는 음료용으로, 1쿼트는 
음식준비 및 위생용으로).  

• 한 사람당 최소 3일 분량의 물을 집에 보관하세요. 

물의 질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마시기 전에 물을 정화하세요. 물을 1 분 동안 끓여서 
가열하거나 상업용 정제 태블릿을 사용하여 물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순수 5.25~6.0%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인 경우, 일반 가정용 액체 염소 표백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표 3.3참조) (향기처리된 표백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표백제를 넣고 용기를 흔들거나 
물을 저은 후, 마시기 전 30분간 그대로 두세요.  

도표 3.3: 표백제로 물을 정화하는 비율 

물의 양 첨가된 표백제

1 쿼트 4 방울 

1 갤런 8 방울 

4 갤런 1/3 티스푼 

*참조: 물이 흐릴 경우, 표백제 권고량을 두 배로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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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및 주방 물품 

최소한 3일 분량의 쉽게 부패되지 않는 음식을 저장해 놓으세요. 냉동, 준비 또는 조리가 
필요없고 물을 거의 또는 전혀 필요로하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음식을 데워야 할 
경우, 고체연료 캔을 준비하세요. 간단하고 가벼운 음식 종류를 선택하세요. 소금이 많은 
음식은 갈증을 유발하므로 피하세요. 도표 4.4 는 재해대비 물품 상자에 포함할 음식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응급처치상자* 

응급처치함을 집에 한 개, 그리고 각 차에 한 개씩 준비해 놓으세요 (*참조: 이러한 상자는 
CERT 요원의 공급함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물품 

유아와 노약자 및 장애자접근로와 특별한 기능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면 곡 
기억해두세요.  

일반사항 

별표(*)가 표시된 공급품은 대피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표 4.4: 재해대비 공급물품 

음식 종류

• 즉시 먹을 수 있는 육류, 과일 및 채소 
통조림 

• 쥬스, 우유 및 수프 통조림 (가루로 
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물을 준비) 

• 설탕, 소금, 후추 

• 고에너지 음식 (땅콩 버터, 젤리, 크래커, 
그라놀라 바, 트레일 믹스)  

• 유아, 고령자, 또는 특별한 식이요법을 
요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 

• 심심하거나 스트레스시 먹는 음식 
(쿠키, 딱딱한 사탕, 달콤한  시리얼, 
막대 사탕, 즉석 커피, 차[티백])   

주방 용품

• 손으로 사용하는 병따개 
• 종이 컵, 접시, 플라스틱 숟가락, 포크, 
칼 세트 등을 많이 준비 

• 다용도 칼 
• 소형 취사용 난로 및 취사용 연료 캔 

• 쓰레기 봉지 
• 식수 정화를 위한 가정용 액체 표백제 
• 알루미늄 호일 및 플라스틱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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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비 응급처치상자의 물품

• 응급처치 설명서  
• 2인치 크기의 소독된 가제 패드(4-6) 
• 저자극성 반창고 테이프 
• 주사기 
• 항생제 연고 
• 구강검사용 혀 누르는 기구 (2) 
• 여러가지 크기의 안전용 핀  
• 비라텍스 장갑(2짝) 
• 4인치 크기의 소독된 감는붕대 (3 롤) 
• 자외선 차단제 
• 핀셋 
• 아스피린이나 비아스피린 계열 진통제 
• 제산제(배탈을 위해) 
• 완하제 
• 각종 크기의 소독된 반창고   

• 4인치 크기의 소독된 가제 패드(4-6) 
• 삼각형 반창고 (3) 
• 물티슈 
• 온도계 
• 바셀린 혹은 기타 윤활성 크림  
• 소독 용품/비누 
• 약솜 
• 3인치 크기의 소독된 감는붕대 (3 롤) 
• 가위 
• 온습포 및 냉습포 
• 설사약 
• 알레르기 약, 그리고 필요할 경우 
에피네프린  

• 활성탄 

재해대비 도구상자

• 비상사태 대비 설명서* 
• 건전지로 작동하는 라디오 및 건전지 
여분 

• 천막 텐트  
• 강력 접착 테이프 
• 방수용기에 들어있는 성냥 
• 플라스틱 저장 용기  
• 종이, 연필* 
• 작업용 장갑 
• 손전등 및 건전지 여분 
• 차량과 발전기를 위한 연료 
• 플라스틱 시트 

• 가정용 가스와 수도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불꽃이 튀지 않는 차단 렌치 

• 펜치 
• 나침반* 
• 소화기(소형 캔.  ABC형태) 
• 신호탄(들)* 
• 바늘과 실 
• 물약 점적기 
• 호각 
• 가정용 전화기 

개인 위생용품

• 화장지, 냅킨* 
• 여성용품* 
• 가정용 염소 표백제 
• 소독약 
• 플라스틱 쓰레기 봉지, 묶는 줄 

• 비누, 액체 세제* 
• 개인용 위생물품* 
• 플라스틱 통 및 단단한 덮개 
• 액체로 된 손 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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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용품

• 의약품 및 의료기록 (방수용기 안에 
저장) 

• 최근 사진 (애완동물의 실종을 
대비하여) 

• 애완 동물을 양육하거나 숙박시켜야 
할 때 필요한 수의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 애완 동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고 애완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견고한 
목줄, 하네스 및/또는 캐리어 

• 사료, 식수, 그릇, 고양이 배설상자 모래, 
냄비, 깡통 따개 

• 애완동물용 침대와 장난감 (쉽게 운반할 
수 있을 경우) 

• 먹이주는 시간, 의료상태 및 행동장애 
문제 등에 대한 정보  

• 애완동물용 응급처치상자 

의복 및 침대용품

• 견고한 신발 및 장화* 
• 담요 또는 침낭* 
• 보온 내복 
• 한 사람당 완전하게 교체할 수 있는 한 
벌의 의복 및 신발 

• 비옷* 
• 모자와 장갑* 
• 선글라스* 
• 계절별로 의복이 변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가족 서류 및 연락처 번호

• 개인 신분증, 현금(거스름돈 포함) 
또는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 

• 중요한 서류의 물리적 및 전자적 
복사본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여권, 
유서, 집문서/증서, 생활용품 재고 
목록, 보험 서류, 계약서, 예방 접종 
기록, 은행 및 신용 카드 계좌 번호, 
주식 및 채권) 방수 및 내화 용기에 
서류를 보관하세요. 

• 차와 집 열쇠의 여분 준비 

• 비상연락처 명단 및 기타 중요 전화번호 
• 갈 수 있는 지역의 지도와 전화번호  
• 처방전 복사본 및/또는 원래 처방약병 

유아용품

• 유아용 유제품  
• 우유병  
• 약품 

• 기저귀 
• 분유 

가족 구성원 전원을 위한 용품

• 심장 및 고혈압 약품* 
• 기타 처방 약품* 
• 콘택트 렌즈 및 관련용품* 
• 오락용 게임 및 책 

• 인슐린* 
• 틀니 관련용품* 
• 안경 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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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 계획 수립
집의 모든 방과 직장의 모든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신 계획을 세우세요. 피신 계획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해보세요. 

• 어린이나 장애자용접근로 및 기능적 요구사항이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 모든 가족구성원 및 사무실의 동료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 피신 연습을 실행해보세요.

아래의 그림은 피신 계획의 예를 보여줍니다. 
그림 1.1: 피신 계획 

집의 모든 방으로부터 피신하는 경로 및 집의 외부에서 가족들이 만나는 장소를 보여주는 화살표들이 있는
가족피신계획의 예

대부분의 경우 주택소유주들은 모든 방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집안의 모든 층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운 후 이를 
연습하세요. 재해 발생시 무엇을 해야할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의 화재훈련을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대피경로를 따라가서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의 위치를 찾으세요.    

연습 1.2: 대피하기! 
안내지침: 주어진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가져가고 혹은 무엇을 
해야할지 결정하세요.  

보호 조치
많은 재해가 거의 또는 전혀 경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재해 발생 직후의
중요한 순간에 (당국의 안내지침을 받기 전에)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변수(예: 재해 유형, 경고의 심각함, 
취득한 훈련량, 위치 등)가 있으므로 아래의 목록표는 여러분이 친숙하게 알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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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호 조치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재해발생 이후의 환경을 
판단하는 데 있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상황 판단. 예고없이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다음 조치 결단을
위해 몇 초 동안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발생한 사태의 유형 및
이사태가 대기의 질이나 건물의 구조를 손상시켰는지를 식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 계속 머물 것인지, 위치 이동을 할 것인지 결정. 경우에 따라 현재 위치를 유지해야
할때도 있고 (예: 내부에 있는 동안 사태가 외부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부에
머물러야 합니다), 위치를 변경해야 할때도 있습니다 (예: 내부에 있는 동안 사태가
내부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 대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재해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려면 해당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재해발생시 계속 머물지, 위치를 이동할지 여부에 대한 중대한 초기 결정.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현재 있는 곳에 머물러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의 위험 가능성과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환경과 본인 가정의 환경을 고려해보세요. 노인이나
장애자용접근로 및 기능적 요구사항이 있는 개인들은 공식적인 통보나 상태가
위험해지기 이전에 대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식적인 안내지침 없이
내부에 머물거나, 외부로 나가거나, 방을 밀봉하여 대피할지를 초기에 즉각적으로
결정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지역 당국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것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나 지역 당국자가 여러분의 위치에서 대피하라고
명령하면, 나가세요!

• 깨끗한 공기를 찾아 호흡기관을 보호. 재해 유형과 관계없이 깨끗한 공기는 중대한
필요사항입니다. 본인의 호흡기관을 보호하고 깨끗한 공기를 찾는 행동에는
헝겊이나 입마개로 입을 보호하고, 해당 건물에서 빠져 나오거나, 공기중의
오염물질이 사라지는 동안 내부에 있는 방을 밀폐하여 피신처를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 잔해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고, 갇혀있을 경우에는 구조요원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낙하물이나 잔해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인 보호 조치입니다.
갇혀있을 경우, 자신을 항상 보호하고 어떤 물건을 소리나게 두드리거나 호각을
불어야 합니다. 고함을 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 오염물질 제거. 오염물질이 해당지역으로 방출되거나 여러분이 액체나 고체
오염물질에 봉착하게 되면 비누와 물로 씻기 전에 재빨리 오염된 옷을 머리부터
시작하여 발아래로 향하게 벗어 버리세요.

• 좋은 위생상태를 연습. 좋은 위생상태는 질병 전염에 대한 예방책이며 재해발생
직후의 환경에서 위생에 신경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청결한 식수와 위생은
중요한 보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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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방법
대피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방법은 각기 다른 재해에 적절합니다. 

• 있는 장소에서의 대피: 방을 밀폐하는 것은 오염물질이 사라질 때까지 단기간
공기중의 오염물질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본인의 집 내부,
직장 또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 장소에 있는 내실을 식별해야 합니다. 일정
장소에 피신해야할 경우, 이 방에서 단지 몇 시간만을 보내겠지만 방을 신속하게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에 특정한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식, 물, 건전지로 작동하는 라디오와 손전등, 환풍구와 문 및 창문을 밀폐하기
위해 필요한 미리 잘려있는 플라스틱 시트와 강력 접착 테이프가 있어야 합니다.

• 장기 체류용 대피소: 장기적 대피는 있던 장소에서 며칠간 더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전염병의 경우에는 당국에서 최대 2 주 동안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대비하여 비상용 물품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규모 보호/공동체 대피소: 이러한 대피소에서 종종 물, 음식, 약품 및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제공하지만, 가능하다면 본인이 3일분의 재해대비 물품을 가져와
본인이 필요로하는 물품 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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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활동

재해대비 물품을 함께 모아서 가족의 재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재해의 영향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감활동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접근방법입니다. 경감활동은 재해의 영향을 줄여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감소시킵니다. 경감활동은 비상사태를 예방하거나, 
발생가능성을 줄이거나, 피할 수 없는 위험요소의 피해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절한 보험을 구입하고 구조적 및 비구조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몇 가지 
예입니다.  

주택소유주 보험약관의 적절한 보상여부와 본인 지역의 특정 위험요소 보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주 보험약관은 홍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홍수위험지역에 있는지 여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수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 홍수보험에 가입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의 웹사이트 
www.Floodsmart.gov 를 방문하세요. 

일부 경감대책은 재해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구조변경을 해야 하므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합니다. (도표 5.5참조). 다른 비구조적 경감대책에는 사태 발생시 가구 및 
가전제품을 움직여 손상이나 부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도표 5.5: 가정의 경감 대책 

워험요소의 종류 예방조치 예

구조적 조치

• 볼트를 사용해 오래된 주택을 토대와 고정시키기
• 결속장치나 허리케인 줄을 설치하여 지붕을 강화시키기
• 프로판 가스탱크 및 굴뚝을 묶기
• 이동형 주택(모빌홈)을 해당주택의 콘크리트 판에 묶기
• 유틸리티 장치를 높이 올리기 (홍수 위험 수준 이상으로)
• 토대, 지붕 연결대, 굴뚝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비구조적 조치

• 가구를 벽에 고정시키기 (책장, 장식장, 구형 벽시계 등)
• 산업용 강도의 고리(후크 앤드 루프 패스너) 잠금장치로
가전제품 및 사무실 장비를 고정시켜 안전을 확보하기

• 어린이가 열 수 없는 잠금장치로 캐비닛 문의 안전을
확보하기

• 재해발생전, 가스장치, 전기 및 수도에 대한 차단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고 표시하기 재해발생 후 필요할 경우, 화재 및
기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유틸리티를 차단하기

http://www.floodsmar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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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험요소의 종류 예방조치 예

•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을 포함한 집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 유틸리티를 언제 어떻게 끄는지를 
가르쳐주기 

• 가스관 파열이나 느슨해진 전깃줄로부터 안전하도록 
온수기를 벽에 확실하게 설치하기 

• 창문을 보호하기 위한 허리케인 폭풍 잠금장치를 설치하기 

안전한 방(안전실)이라도 대피소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극도로 심한 
강풍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안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요새화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방(안전실)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www.fema.gov/safe-rooms.  

이미 있는 곳에서 대피하게 되면 대기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곳에서 대피하기 위해서 해당 방의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에 있는 
오염물질이 없어질 동안 플라스틱 시트와 강력 접착테이프로 방을 단기간 밀폐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택 강화
다른 비구조적 위험 요소는 재난에 따라 다른 위협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 주택 화재  
- 외부 창문에 있는 도둑예방 창살 및 잠금장치가 내부에서 쉽게 열리는지 
확인하세요. 

• 산사태  
- 가스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한 파이프 피팅을 설치하세요. 
유연한 피팅은 파손에 대한 저항력이 더 큽니다.  

• 산불  
- 지붕에 나무 소재의 막대기나 지붕널 사용을 피하세요. 
- 주택으로부터 최소 30피트 거리에 있는 가연성 식물을 제거하세요. 
- 주택의 벽에 있는 나무 덩굴을 제거하세요. 
- 주택이나 기타 구조물로부터 최소 30피트 떨어진 거리에 프로판 탱크를 
설치하세요. 

- 주택으로부터 적어도 30 피트 떨어지고 언덕진 곳에 화로용 장작을 
쌓으세요.  

더 자세한 정보: “다양한 유형의 재해 및 위험에 대한 정보ò를 아래 웹사이트에서 
배우세요. www.fema.gov/hazard/index.shtm.  
  

http://www.fema.gov/safe-rooms
https://www.fema.gov/hazard-identification-and-risk-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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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CERT는 재해 발생 직후 대응 자원이 압도되거나 
지연될 경우에 대응합니다. CERT는 본 지원기관에 의해 개발된 표준운용절차에 
의거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비상대응요원을 지원합니다. 하나의 팀으로서 활동하며, 
팀의 구성원들은 비상대응요원과 동일한 몇몇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CERT는 비상 대응에 있어 소중한 자산입니다. CERT는 전문 대응요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모든 기능을 수행하거나 응답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CERT는 
전문대응요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이들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CERT는 재해 발생 후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하여 대응합니다:  

•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때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치료하고,
• 재해 생존자가 감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도록 돕고,
•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유틸리티를 찾아내어 차단하고,
•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고,
• 경미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진행.

CERT 봉사요원이 개인으로서 재해에 대응하는 것과 해당 봉사요원이 팀의 일원으로서 
대응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CERT 봉사요원은 경우에 관계없이 재해구조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이 훈련받은 한계 내에서만 구조를 진행해야 합니다.  

CERT 봉사요원의 첫 번째 책임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입니다. CERT 자원 봉사자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만 그룹의 일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후원기관은 이러한 단체의 대응을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팀의 구성원들이 
지휘요원을 선택(돌아 가면서)하고 이들이 재해발생시 사용할 모임 장소(또는 
집결구역)를 규정합니다.  

CERT 봉사요원들은 미리 설정된 집결구역에 모여 조직하고 임무를 받습니다. 
지휘요원들은 집결구역과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중인 CERT 봉사요원들 사이의 소통 
링크 역할을 수행할 ñ연락원(runners)ò을 선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CERT 봉사요원은 대피소 지원, 군중 및 교통 관리 및 대피를 수반하는 것과 
같은 임무를 위해 숙련된 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CERT 
봉사요원이 되어도 미국 시민으로서 가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CERT 봉사요원으로서 행동할 때는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녹색 CERT조끼를 
착용하면 여러분은 후원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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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조직 
아래의 도표는 4개의 부문을 포함한 CERT의 기본 구조를 보여줍니다. CERT 
봉사요원이 어떠한 기능을 배정받던, 효과적인 CERT에는 단체활동(팀워크)이 
요구됩니다. 

참가자 교본의 제1과의 뒷면에 있는 추가 자료에 점검목록표가 있으며 이는 다음에 
도움에 됩니다: 

• CERT의 계획 및 조직
• CERT 장비 및 공급품 결집시키기

CERT조직은 제2과에서 보다 깊게 다루겠습니다. CERT조직 

그림1.2: CERT 조직 

• 본 정부조직의 연락기관을 CERT조직 상단에 보여줌.
• 그 아래는 다음 4개 부문의 활동사항을 지휘하는 CERT 사고 지휘관/팀 지휘요원.
운영, 기획, 수송 및 행정.

• 운영부문 아래에 3개의 대응팀. 화재 진압, 수색과 구조 및 의료.
• 기획 부문 아래에 2개 부문. 문서 및 사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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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보호장비
CERT 봉사요원의 첫 번째 임무는 항상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세요. 

적절한 개인용 보호장비(PPE)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ERT 봉사요원은 아래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 헬멧(안전모),
• 고글(보안경),
• N95마스크,
• 장갑(작업용 및 비라텍스),
• 견고한 신발 또는 장화.

활동중의 CERT 
전국적으로 CERT는 광범위한 재해 및 비상사태지원 작전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CERT 봉사요원들과 팀들은 연방, 주 및 지방으로부터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CERT가 전국적으로 실제 비상사태하에 어떻게 도움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보시려면 국내 CERT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ready.gov/community-emergencyresponse-team.  

비재해시 CERT의 역할 

CERT 봉사요원은 해당 공동체를 위한 잠재적 자원봉사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긴급하지 않은 일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비상사태나 재해발생 동안 지원이 필요한 이웃주민과 동료들을 식별하고
지원하고,

• 재해대비 물자를 배분하고 재해대비 시범을 진행하고,
• 건강 박람회, 카운티 전시회 및 기타 특별행사에서 응급처치 부스 및 대비시범
전시에서 행사요원 역할을 맡고,

• 노인이나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가정을 위해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고,
• 지역공동체의 대규모 행사시 교통과 군중을 통제하기.

긴급하지 않은 지역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CERT 봉사요원들은 소속 공동체 
내에서 CERT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공동체적 대비의 전반적인 경각심을 
증대시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또한 CERT 봉사요원들에게 사고지휘체계 (Incident 
Command System) 활용 및 협력자들과의 운용과 같은 가치있는 연습을 제공합니다.   

재해 업무요원들에 대한 보호
ñ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ò의 법칙이 일반적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CERT 봉사요원들을 보호해줍니다. 

1997년에 제정된 자원봉사자보호법(Volunteer Protection Act: VPA)은 연방법으로서, 
자원봉사자는 제공받은 훈련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한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받게

https://www.ready.gov/community-emergency-response-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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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VPA는 재해기간 동안 CERT 봉사요원을 보호하며, 봉사요원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법에 따라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  
https://www.nonprofitrisk.org/app/uploads/2017/01/stateliability-laws.pdf 

도표 1.6: 소속 지역에서의 지역 법규 

적용가능 법규 및 핵심 요점

적용가능 법규 핵심 요점

https://www.nonprofitrisk.org/app/uploads/2017/01/state-liability-law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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Ⱡ 7 : CERT ṚỢ⅝∟ө╙ ─  ʺ ᴐ 

초기 CERT훈련이 완료된 후 많은CERT 봉사요원들은 지역적으로 제공되는CERT보수 
교육과정, 미국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가 제공하는 과정 또는 여타 기관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들의 기술을 증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어떤 CERT 봉사요원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추가훈련의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 응급처치 고급과정,
• 재해 중 동물에 대한 문제,
• 자동외부 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사용법,
•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 CPR(심폐소생술) 기술,
• 잔해물 제거,
• 기부금 관리,
• HAM라디오(무전기),
• 대피소 관리,
• 특별 필요성에 대한 문제,
• 교통 및 군중 통제,
• 유틸리티 제어.

CERT 봉사요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FEMA제공 온라인 과정의 개별학습(Independent 
Study: IS)도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IS-100: 사고지휘체계(ICS) 입문과정,
• IS-200: 단일 자원 및 초기행동사고에 대한 ICS,
• IS-700: 국가사고관리체계(NIMS) 입문과정,
• IS-800: 국가대응체계 입문과정.

FEMA의 개별학습과정의 전체 목록 및 접속방법을 원하시면 www.training.fema.gov/IS/ 
를 방문하세요. 그리고 ñ개별학습 과정목록(IS Course List)ò 링크를 누르세요. 

https://training.fema.go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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Ⱡ 1̓ ⅝♩♬ᵙ 

아래는 이번 과의 핵심 요점입니다. 

•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전체의 개입은 전체적인 대비 및 재해 복구력을 증대시킵니다.

• 정부 지도자들은 지역공동체의 계획수립 과정과 공동체의 계획에 대한 시험 및
평가에 있어 공동체 전체를 개입시켜야 합니다.

• 지역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직원들과 지역구 단체가 기획 회의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중은 지역공동체의 위험요소와 계획뿐만 아니라 준비, 훈련, 실습 및 자원
봉사에 관해 배워야 합니다.

• 재해의 종류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기술적 및 우발적
위험요소, 테러리스트의 위험요소, 유행성 전염병 및 주택화재. 대부분의
위험요소는 사전 경고가 미약하거나 전혀 없이 발생하고 비상요원들을 압도할 수
있으며, 인명, 건강 및 환경에 위험합니다.

• 개인의 대비는 본인이 속한 공동체내의 특정 위험요소에 따라 준비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공동체의 주의보, 경고 및 계획에 대한 학습, 
― 적절한 보호 조치에 대한 학습, 
― 가족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통한 연습 진행, 
― 재해대비 공급물품을 여러 장소에 모아놓기, 
― 집안 내의 위험요소 감소, 
―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도록 격려하고 본인 소속 공동체를 돕기 위해 
봉사하기. 

• CERT는 재해 여파에 따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협조하는 다양한 기관과 인원들
중 하나입니다. CERT유효성에 대한 핵심은 다음에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서 위험이 높은 사고의 종류와 이러한 사태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종류에 대해 친숙하고, 

― 각 사태 및 사태 여파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고 있고, 
― CERT가 배정된 실용적 분야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 보수훈련 및 가상모의를 통한 연습을 받았음.  

숙제

1. 본 참가자 교본의 제1과의 자세한 정보를 복습하세요.
2. 제2과를 읽고 내용에 익숙해지세요. 본 참가자 교본의 CERT조직.
3.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대비에 대해 논의하고 타주에 있는 ñ연락 확인처ò를 포함한
연락 계획을 수립하세요.

4. 다수의 장소에 재해공급물품 적재를 시작하세요.
5. 가정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잠재적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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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제 1과: 추가 
학습자료
추가 학습자료: 

� CERT 팀 조직 확인표 

� CERT PPE확인표 

� CERT 권장 장비 및 보급품 

� 재해대비상자 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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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Ⱡ1̓: ʺ ᾋ▫ᴮ  

CERT 팀 조직 확인표 
안내지침: 이 확인표는 여러분이 CERT프로그램 설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도표 6.7: CERT 팀 조직 확인표 

팀 조직 완료 확인 완료한 날짜

CERT 지도력 
팀 지휘요원 � 
그룹 지휘요원 � 

회원

명단 � 
전화번호 � 
전화번호 명단 � 
기능관리 목록표 � 

연락

전화 연락망
(Telephone Tree) 

� 

소식지 � 
아마추어

라디오(무전기) 
� 

연락요원(Runner) � 

자원

인력요원 � 
장비 � 
보급품 � 
개인 CERT 키트 � 

지역 조사 및 위치

대피 계획 � 
집결구역/지휘소 � 
의료처리지역 � 
특정위험요소 지역 � 
지역 지도 � 

대응 계획
대응 기준 � 
연락 및 통지사항 � 
집결구역/지휘소 � 

단체활동(팀워크) 

모임/회의 � 
훈련 및 연습 � 
훈련 � 
응급처치 � 
CPR(심폐소생술) � 
기타 � 



CERT 제 1과: 재해대비 참가자 교본

2019 년 8 월 페이지1-31 

CERT PPE 확인표 
지침안내: 아래 물품들은 모든 CERT 봉사요원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비입니다. 

도표 7.8: CERT PPE 확인표 

PPE(개인용보호장비) 구입했을 경우
체크표시 하세요 완료한 날짜

안전모 � 

보안경(안전 고글) � 

N-95 마스크 � 

긴팔 셔츠 � 

가죽 작업장갑 � 

반사되는 안전조끼 � 

긴바지 � 

견고한 신발 또는 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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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권고 장비 및 보급품 
팀 보급품 이외에도 아래에 나온 장비와 보급품을 각 CERT 자원 봉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키트 물품으로 권장합니다.  

도표 8.9: CERT 권고 장비 및 보급품 

장비 및 보급품 구입했을 경우
체크표시 하세요

수량
물품 구입 날짜

어깨끈이 달린 나일론이나
천으로 만든 가방 � 

물 (수색 및 구조팀 당 2개의 
물통이나 병) � 

건조된 음식 � 

물 정수알약 � 

비라텍스 장갑 (최소 10짝) � 

손전등이나 광부용 램프 � 

보조용 손전등 � 

건전지 및 여분 전구 � 

야광 막대기 (12시간 야광) � 

전압 계측기 � 

알이 들어있지 않은 호각 � 

유틸리티 칼 � 

공책 � 

매직펜 (얇은 것과 굵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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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및 보급품 구입했을 경우
체크표시 하세요

수량
물품 구입 날짜

볼펜 � 

강력 접착테이프 � 

2인치 크기의 마스킹 테이프 � 

가위 (EMT 가위) � 

불꽃이 튀지 않는 반달형
렌치

� 

다음이 들어있는 응급처치
주머니.  

� 4인치 크기의 
정사각형 가제 붕대
(6) 

� 복부 패드 (4) 
� 삼각형 반창고 (4) 
� 구급반창고 세트
� 감는 붕대
� CERT 요원이 
활동기간 중
필요할지 모르는
개인용 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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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비 상자 확인표
이확인표에는 이번 과에서 토론한 가정의 재해대비상자를 위해  권장되는 모든 물품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수립상의 목적을 돕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도표 9.10: 개인용 재해대비상자 확인표 

분류 물품명 완료되었으면

체크표시

하세요

물품 구입 날짜

음식과 물 플라스틱 용기에 저장된 물 �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육류
통조림과 채소 

� 

설탕, 소금, 후추 � 
고에너지 음식 (땅콩 버터, 젤리, 
크래커, 그라놀라 바, 트레일 
믹스)  

� 

유아, 고령자, 또는 특별한 
식이요법을 요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 

� 

심심하거나 스트레스시 먹는 음식
(쿠키, 딱딱한 사탕, 달콤한  
시리얼, 막대 사탕, 즉석 커피, 
차[티백])   

� 

주방 용품 손으로 사용하는 병따개 � 
쓰레기 봉투 � 
종이 컵, 접시, 플라스틱 숟가락, 
포크, 칼 세트 등을 많이 준비 

� 

식수 정화를 위한 가정용 액체
표백제 

� 

다용도 칼 � 
알루미늄 호일 및 플라스틱 랩 �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취사용 렌지
및 취사용 연료 캔 

� 

응급처치상자 응급처치 설명서 � 
다양한 크기의 소독된 반창고
세트  

� 

2인치 크기의 소독된 가제 패드 
(4-6) � 

4인치 크기의 소독된 가제 패드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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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물품명 완료되었으면

체크표시

하세요

물품 구입 날짜

저자극성 반창고 테이프 � 
삼각형 반창고 (3) � 
주사기 � 
물티슈 � 
항균성 연고 � 
온도계 � 
구강검사용 혀 누르는 기구 (2) � 
바셀린 혹은 기타 윤활성 크림 � 
여러가지 크기의 안전용 핀 � 
소독 용품/비누 � 
비라텍스 장갑 (2짝)    � 
약솜 � 
4인치 크기의 소독된 감는 붕대 
(3개) � 

3인치 크기의 소독된 감는 붕대 
(3개) � 

자외선 차단제 � 
가위 � 
핀셋 � 
온습포 및 냉습포 � 

처방전이 없는 약품 아스피린이나 비아스피린 계열
진통제 

� 

설사약 � 
제산제 (배탈을 위해) � 
알레르기 약, 그리고 필요할 경우 
에피네프린  

� 

완하제 � 
활성탄 � 
비상대비 설명서 � 
건전지로 작동되는 기상예보
라디오 및 건전지 여분 

� 

손전등 및 건전지 여분 � 
알루미늄 호일 � 
천막 텐트 � 
펜치 � 
강력 접착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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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물품명 완료되었으면

체크표시

하세요

물품 구입 날짜

나침반 � 
방수용기에 들어있는 성냥 � 
소화기 (소형 캔,  ABC형태) � 
플라스틱 저장 용기 � 
신호탄 � 
종이, 연필 � 
바늘과 실 � 
작업용 장갑 � 
물약 점적기 � 
차량과 발전기를 위한 연료 � 
알이 없는 호각 � 
플라스틱 시트 � 
유선 전화 � 
가정용 가스와 수도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불꽃이 튀지 않는
차단 렌치 

� 

위생용품 화장지 � 
비누, 액체 세제 � 
여성용품 � 
개인용 위생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봉투, 묶는 끈 
(개인 위생용) � 

플라스틱 통 및 꼭 맞는 뚜껑 � 
소독약 � 
손 세척용 액체비누 � 
가정용 염소 표백제 � 

의복 및 침구류 견고한 신발 또는 장화 � 
비옷 � 
담요 또는 침낭 � 
모자와 장갑 � 
보온 내복 � 
선글라스 � 

가정의 서류 및 정보 개인 신분증, 현금(거스름돈 포함) 
또는 여행자 수표 및 신용카드 � 

중요한 서류의 물리적 및 전자적
복사본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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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물품명 완료되었으면

체크표시

하세요

물품 구입 날짜

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여권, 유서, 집문서/증서, 생활용품 
재고 목록, 보험 서류, 계약서, 예방 
접종 기록, 은행 및 신용 카드 계좌 
번호, 주식 및 채권) 방수 및 내화 
용기에 서류를 보관하세요. 
비상연락처 명단 및 기타 중요
전화번호

� 

갈 수 있는 지역의 지도와 전화번호 � 
차와 집 열쇠의 여분 준비 � 
처방전 복사본 및/또는 원래 
처방약병

� 

유아용품 유아용 유제품 � 
기저귀 � 
우유병 � 
분유 � 
약품 � 

가족 구성원 전원을
위한 용품

심장 및 고혈압 약품 � 
인슐린 � 
기타 처방 약품 � 
틀니 관련용품 � 
콘택트 렌즈 및 관련용품 � 
안경 여분 � 
오락용 게임 및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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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제 2과: CERT 조직 
이번 과에서는 다음 항목을 배우게 됩니다: 

� CERT 조직: CERT의 조직 기준에 의거하여 CERT자원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방법. 

� CERT 평가: 재해나 비상사태의 현장에서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평가과정을 
진행하는 방법. 

� 구조요원의 안전: 수색 및 구조 도중 본인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 

� 문서화: 상황 및 자원 상태를 문서화하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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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제 2과: 개요  

집결구역 설정
이번 과에서는 사고지휘체계(Incident Command Structure: ICS)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룰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CERT프로그램에 적용되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비록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참가자는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본 과정의 IS-100 
(사고지휘체계 입문) 및 IS-700(국가사고관리체계[NIMS]) 과정을 수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과의 목적
이번 과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CERT의 조직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2. ICS및 이러한 구조하에 CERT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설명하고,
3. 9단계 현장평가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4. CERT표준 문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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Ⱡ 2 : CERT ⱳֹו  

현장관리 원칙
CERT조직은 사고지휘체계(ICS)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비상사태 대응요원들에 
의해 검증된 관리체계입니다. 재해 상황하에서 현장관리는 다음 원칙을 준수합니다: 

• 재해업무요원의 안전 유지. CERT 팀 지휘요원(TL)은 해당 팀의 능력과 훈련에
기반한 대응활동에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TL은 또한 구조요원의
안전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CERT의 기능상 지도력은
활동을 부여하고 팀의 봉사요원들을 신뢰합니다. CERT 봉사요원들은
동료체제하에서 활동하게 되며 이들이 봉착하는 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를 기초로
대응하게 됩니다.

• 명령체계 발전에 의한 명확한 지도력과 조직상 구조 및 모든 팀 봉사요원이 이미
알고 있는 역할을 제공합니다. 각 CERT구성원들은 단 한 사람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이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 구조 노력의 유효성을 개선합니다. 재해 정보가 수집되고, 구조요원의 안전과
해당 팀의 역량과 훈련에 따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수행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대응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현장 관리의 CERT 적용 
구체적인 CERT조직 구조 및 규약들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잘 규정된 관리 구조 (지도력, 기능 분야, 보고 체계, 팀에서의 활동 등),
• 바람직한 구조요원 대 감독관 비율을 제공하는 통제가능한 범위는 최적수준

5대1이지만 2대7까지 확장이 허용,
• 효과적인 통신연락 및 정보공유에 공헌하는 공통 전문용어,
• 무전기 사용을 포함한 팀 봉사요원 및 전문대응요원 사이의 효과적인 통신연락,
• 전략적 목표, 전술적 목적 및 지원 활동을 조정하는 통합된 행동 계획,
• 사태에 사용 가능한 자원을 시의적절하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자원관리,
• 책임성.

CERT 현장관리의 목적 
재해 상황하에서 CERT TL은 다음을 실행합니다: 

• 해당 사태의 범위를 식별하고 (예: 문제가 무엇인지 등),
• 전반적인 전략을 결정하고 (예: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수행할지 등),
• 팀과 자원을 배치하며 (예: 무엇을 위해 누구를 보낼지 등),
• 행동과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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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의 필요 

재해는 동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CERT 조직 프레임워크는 
융통성이 있어 CERT 팀 지휘요원, 사람, 사용가능한 자원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지속적인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 및 축소는 
다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구조요원의 안전,
•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의 행복원리 수행,
• 통제가능한 범위,
• CERT 봉사요원들의 책임성.

사고지휘체계 (ICS) 
ICS는 비상사태 운용관리를 위한 비상사태 응급기관에 의해 사용되는 체계입니다. 
CERT의 활동이 개시되면, 이는 본 체계의 일부가 됩니다. 이번 과에서는 ICS의 편성 및 
어떻게 CERT가 ICS내에서 운용되는지와 어떻게 ICS구조상에서 이를 재생산하기 위해 
CERT자체를 조직하는지에 대한 상세내용을 설명합니다.  

CERT에 대한 기본 ICS구조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봉사요원에 의해서 
설정됩니다. 이 요원이 TL이 됩니다. 최초에는 이 TL이 ICS의 지휘적 위치의 모든 사항을 
다루지만, 해당 사고가 진전되면서 이 요원은ICS지휘 기능에 따라 필요할 경우 다음의 
인력요원들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 운용부문장,
• 정보/수사부문장,
• 기획부문장,
• 수송부문장,
• 재정/행정 부문장.

효과적인 ICS를 통하여 모든 CERT 봉사요원들은 지휘체계를 경유하여 해당 TL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해당 TL은 현장에 최초로 도착하는 화재 혹은 사법집행 당국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지침이 있거나 해당 CERT가 퇴각할 때까지 이들로부터 지침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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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ICS지휘기능 조직표 

각 ICS기능하에 다수의 상세한 책임이 있긴 하지만, 본 체계 자체는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CERT는 통상 운용, 기획 및 수송 기능을 요구합니다. CERT팀 지휘요원은 
각 기능을 다루거나 팀의 봉사요원에게 위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됨에 따라 CERT 봉사요원들은 효과적인 통제 범위를 유지하면서 대응의 
구체적인 면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임무를 부여받거나 재부여됩니다. 

• CERT 팀 지휘요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고 안전을 보장하고, 
― 사고 목적을 설정하고, 
― 권한을 다른 요원들에게 위임하고, 
― 내부 및 외부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 다른 대응기관들(화재, 사법집행당국, 공공업무기관, 다른 CERT 등)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안내지침을 수령합니다. 
• 정보/수사 부문:

― 잠재적인 위법적 행위,사고 및/또는 공격을 예방 및 제지하고, 
― 정보와 지식을 수집, 처리, 분석, 확보를 하고 적절하게 전파하며, 
― 수사를 진행하고,  
― 인명 안전 작전을 통보하고 지원합니다.  

정보/수사는 공식적인 사고지휘체계의 기능이지만 CERT는 이러한 기능에 있어 
가능하다면 아주 제한적인 개입을 하게 됩니다.  

• 기획 부문:
― 자원 상태 추적 (예: ñ임무가 통보된ò CERT 봉사요원의 수), 
― 상황 상태의 추적, 
― 해당 팀의 행동 계획 준비, 
― 대체 전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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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화 서비스 제공. 
• 수송 부문:  

― 통신연락 제공, 
― 팀 봉사요원에게 음식 및 의료 지원, 
― 공급품 및 시설관리, 
― 해당 사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예, 인력요원, 공급품, 장비 
등)을 확인. 

• 재정 및 행정 부문: 
― 계약 협상 및 관찰을 진행, 
― 지속적으로 시간준수를 추적, 
― 비용분석 제공,  
― 부상이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추적.  

재정 및 행정은 사고지휘체계에 있는 하나의 기능이지만 CERT는 이러한 기능에 있어 
가능하다면 아주 제한적인 개입을 하게 됩니다.  

CERT 운용 
ICS의 원칙에 의거하여 CERT는 다음 규약을 준수합니다:  

• 각 CERT는 지휘구조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 CERT TL이 팀 활동을 지휘합니다. 재해를 위해 활동이 시작되는 동안, 사전에 
명시된 집결구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러한 책임을 담당합니다. 최초TL은 
본인의 역할을 사전에 지명된 지휘요원이 도착하면 이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 CERT TL에 의해서 설정된 위치가 해당 사태의 지휘와 통제를 위한 중심지점이 
되면 이를 해당 CERT의 지휘소(Command Post)라고 부릅니다. 해당 TL은 
지휘소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TL이 위치를 떠나야 한다면, TL의 책임은 
지휘소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위임되어야 합니다. 

ICS 구조를 활용하여 CERT 봉사요원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 수송 ï 자원, 서비스 및 공급물품 관리, 
• 기획/정보 ï 정보 수집 및 전파, 문서 수집 및 편철, 
• 운용 ï 화재진압, 의료반 운용, 수색 및 구조. 

모든 상황시 임무를 받은 각 부문은 수행중는 임무를 감독하고, 팀 봉사요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정보를 지정된 지휘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지명된 지휘자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시 통제가능한 범위는 1명의 감독관에 5명의 구조요원 비율이며,  이는 
2대7비율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운용부문으로 배정된 CERT 인력은 항상 1명 에서 5명 으로 구성된 팀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 1명은 연락원(runner)으로 지휘소와 통신연락을 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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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람이 ñ짝을 이루어ò 즉각적인 필요에 대응하게 됩니다.
• 수색 및 구조팀은 최소한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팀이 수색이 이루어 지는
지역 외부에 남아있는 동안 최소한 2명이 수색을 진행합니다.

그림 2.2: 확대된 CERT운용구조 

CERT 운용부문구조에서 최상단 및 3개의 그룹 위에 운용부문장을 표시한다. 그 아래에 그룹 지휘요원들. 

언론을 상대하는 방법
CERT 봉사요원은 CERT TL에게 모든 언론의 문의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TL은 이어서 
해당 언론의 문의사항을 해당 CERT후원기관의 공보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후원기관의 공보관이 언론을 해당 CERT TL에게 보내거나 해당 언론과 인터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게되며, 이때 TL은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단시간 내에 다수를 위해 좋은 일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팀의 능력이
방해받거나 지연되지 않을 때까지 언론과 상대하는 것을 삼가하세요.

• 필요할 경우 언론에게 발표할 지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 정보를 발표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배포에 대한 허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사생활 권리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모든 취재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사고관리 체계실행
ICS는 국가사고관리체(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의 일부입니다. 
NIMS는 사고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관할권의 수준, 모든 비상관리기능 및 모든 형태의 사고에 적용됩니다. 

NIMS는CERT를 포함한 다른 관할권 및 업무분야의 최초 대응요원들이 협력하여 
작업함으로써 재해와 비상사태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NIMS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CERT 봉사요원들은 반드시 IS-100(사고지휘체계
입문) 및 IS-700(국가사고관리체계)의 두 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합니다.

• 두 과정에 대한 개별학습과정이 FEMA온라인 http://training.fema.gov/IS/NIMS.asp
에서 가능합니다.

http://training.fema.gov/IS/NIM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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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1: ICS 기능 
목적: 본 활동은 ICS기능을 구체적인 상황에 연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내지침:  

1. 책상별로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보세요.
2. 본 연습은 열거된 활동들이 어떤 ICS기능하에 수행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활동 목록을 읽어보고 어떤 ICS기능에 각 활동이 포함되는지 표시하기 위해
영문약자 ñTL,ò ñO,ò ñP,ò 또는 ñLò을 사용하세요.

재정 및 행정부문이 ICS 의 일부분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CERT에 의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ICS기능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CERT 활동이 어떤 기능에 
해당되는지 결정하세요. 어떤 활동들은 완료를 위해 한 가지 기능 이상이 개입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표 2.10참조).  

다음 답을 사용하여 각 활동 앞에 있는 빈 칸을 채우세요: 

• 팀 지휘요원(Team Leader) = TL
• 운용(Operations) = O
• 기획(Planning) = P
• 수송(Logistics) = L

도표 2.10: ICS 활동사항 

가상 시나리오 ICS 기능 

1. 어둡고 모든 전깃불이 꺼졌으며, 대응조치를 계속하기 위해 추가
손전등이 필요합니다.

2. 지정된 응급처치 구역은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3. 한 이웃주민이 본인의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지만, 가스
측량계에 있는 장치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4. 휴대용 무전기의 건전지가 소진되었습니다.
5. 해당 시에서는 여러분이 있는 동네의 전반적인 상태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6. 수 명의 이웃주민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7. 인근 이웃지역의 화재가 여러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8. 응급처치소 근처에 서성거리는 개 한 마리가 보입니다.
9. 뉴스 취재진이 여러분의 활동사항을 촬영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10.두 명의 흥분한 이웃주민이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중 여자 한 명은
재해발생 당시 바깥에서 놀던 사춘기 자녀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남자는 책장에 깔린 아내를 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남자의 아내는 머리 부상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1.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지휘소와 응급처치지역은 지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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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나리오 ICS 기능 

12.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당 팀의 지휘요원(TL)에게 질문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팀 지휘요원은 누군가가 ñ문지기ò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3.다른 도로가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네를 통과하는 차량과 사람의
교통량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4.팀 지휘요원은 아주 피곤해서 지휘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지휘권을 넘기기 전에 해당 지역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싶어합니다.

15.많은 이웃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16.다음 블록에 피해와 부상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팀들은
배정을 받아야지만 상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17.한 전문대응요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적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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Ⱡ 3 : CERT ҿ∟ 

다음 단계는 사고 발생시 어떻게 CERT가 동원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 표준운용절차(SOP)가 자체 활동(self-activation)을 요구하면, CERT 봉사요원들은
재해 공급품을 가지고 사전에 지정된 집결구역으로 출동해야 합니다. 이들은 해당
CERT 지휘요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출동 도중에 피해 산정을 합니다.

• 해당 집결구역에 처음 도착하는 CERT 요원이 해당 대응조치를 위한 최초 TL이
됩니다. 다른 CERT 봉사요원들이 도착함에 따라 이 CERT의 최초 TL은 지휘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해당 CERT TL은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보장하고, 통제 기간을 유지하고, 책임을 유지하고, CERT 봉사요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운영절차를 설정할 것입니다.

• 해당 CERT TL이 내려야 하는  첫 결정 중 하나는 해당 팀의 지휘소 위치에 대한
결정입니다. 해당 집결구역이 지휘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장소가 더 안전하거나
좋을 경우 지휘소는 그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정보가 수집되고 평가됨에 따라, 해당 TL은 해당 부문장들이나 다른 지휘요원들과
행동하고 작업하는 것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CERT 조직은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융통성 있게 진화합니다.

사고발생에 따라 정보는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CERT TL과 대응팀들간의 의사소통은 CERT가 자원이나 공급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CERT 현장 평가 
현장 평가는 CERT동원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전문대응요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해당 지역에 최대 필요사항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CERT평가는 9단계로 구성되며 모든 비상상황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본 참가자 교본에 있는 CERT현장 평가를 참조하면 됩니다. 본 목록표는 
완전하지 않지만 CERT 봉사요원들이 비상상황 평가시 질문해야 할 사항들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ERT 평가 단계 

CERT 평가 9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 수집.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까? 현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2. 피해 산정 및 의사소통.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무슨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더 악화될 수 있을지를 파악해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3. 가능성 고려.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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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의 상황을 평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도록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5. 우선순위 설정. 인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본인이 이를 도울 수 있습니까?
생명에 대한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6. 의사 결정. 상기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답변과 본인이 설정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세요.

7. 행동계획 세우기. 본인의 우선순위 달성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우세요. 간단한
계획은 말로 할 수 있지만, 더 복잡한 계획은 항상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8. 행동 개시. 계획을 실행하면서 착오나 상태변경을 기록해두면 최초로 도착하는
대응요원에게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9. 진전상황 평가. 행동계획에 있는 목적들을 달성한 본인의 진전상황을 간격을 두고
평가함으로써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을 변경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표 2.2: CERT 현장 평가표 

1단계: 사실 수집 

시간

시간과 요일이 대응노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예 아니오

기후

본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조건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 
본인의 안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예 아니오

기후 조건이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럴 경우, 현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예 아니오

건축 형태

어떤 형태(들)의 구조물(들)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어떤 형태(들)의 건축(들)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건물사용

해당 구조물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럴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까? (어린이, 노인, 애완동물, 
장애자접근로 및 기능적 요구사항이 있는 사람 등)  예 아니오

위험요소

위험 물질이 명확합니까? 예 아니오

다른 종류의 위험요소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그럴 경우, 다른 
위험요소는 무엇입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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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피해 산정 및 의사소통 

현장의 모든 측면을 조사하세요. CERT의 역량을 초과한 
위험사항입니까? 예 아니오

해당 사실과 초기 피해산정에 정보가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3단계: 가능성 고려 

생명에 대한 위험요소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 
어떤 위험요소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피해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재해발생에 대한
잠재성이 높습니까? 그럴 경우, 어떤 위험이 인지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단계: 본인의 상황을 평가하기 

대응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다른 자원이 사용가능합니까? 
CERT 봉사요원이 안전하게 대응조치를 시도할 수 있습니까? 
안전하게 시도할 수 없을 경우, 대응활동을 시도하지 마세요. 예 아니오

5단계: 우선순위 설정 

지금 어떤 다른 긴급한 필요사항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 이를 
열거하세요. 예 아니오

6단계: 의사결정 

적절한 안전의 한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원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7단계: 행동계획 진전 

인력 및 여타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결정하세요. 

8단계: 행동개시 

해당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세요. 

9단계: 진전상황 평가 

문제점, 안전에 대한 위험 및 자원 가용성의 범위에 대한 변경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세요.  

필요할 경우 전략을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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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요원의 안전
효과적인 비상사태 현장관리에는 구조요원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최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목적이 요구됩니다.   

구조요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가장 먼저 질문할 사항은 ñCERT 봉사요원이 안전하게 구조를 시도할 수 있나?ò 입니다. 
이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피해의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피해가 심각한 경우. 어떠한 구조행위도 시도되어서는 안됩니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주위에 테이프로 두르거나 표시하세요. CERT 봉사요원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을 제지하거나 제한할 어떠한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CERT 봉사요원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해당 위험에
대해 경고하거나 해당 건물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 경우 CERT TL에게 즉각
통보하는 것입니다.

• 해당 피해가 덜 심각한 경우. 해당 건물 안에 있는 구조요원 수와 이들이 내부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생존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평가를 수행하고 (예:
기도 폐색, 출혈 및 체온저하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 생존자들을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세요.

• 해당 피해가 경미한 경우. 위치확인, 평가, 지속적인 평가 및 기록(문서화).
도표 2.3: 피해 정도에 따른 CERT의 구조 노력 

피해 정도 구조가 시도되었을 때

심각함

아니요, 너무 위험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하세요. 해당 건물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CERT 
TL에게 즉각 통보하세요. 

덜 심각함
예, 하지만 신속하고 안전한 구출만 수행하세요. 호흡 확인, 심한 출혈 
저지 및 체온 유지와 같은 현장에서의 의료치료를 제한적으로
수행하세요. 해당 건물 내의 구조요원 수를 최소화하세요. 

경미함 예, 위치확인, 평가, 지속적인 평가 및 기록을 하세요. 



◓ ὡự ḓ^ⱳ ╥ᴮ( ◑ ╥ᴮ( ◑

∟⅝⁄ ӻג┬ӳᵙ ө Ѿ 

ἵ♬   ֿב◓

πἌ

─̹ ͙ 
ʺ ͙

͙  ˤר⅝ל/ 

́ὢ ʺ 

πἌ

ѻᾎ ʺ 

ᴮ̯⁵ҹ╪̑ 

 ♣ᾐ  ̋
ᴛ/ I 

ḵ⅝⁄ ӻגὡ ὡѾ ҵᶛ
ᶛѱ

ѻᾎ ʺ 

ϡ ♣ᾐ  ̋
ᴛ/̾ 

⅍⅝⁄ ӻג ὡ ὡѾ ҵᶛ 

πἌ

˿╪  Ḉ ⁵ּת

Ṓ ⁵ּת

◓

ӳᵙ┬גӻ ⁄⅝ֿכ ᶹ Ѿ 

ἵ♬   ֿב ◓

πἌ

ὡự ḓ̯ⱳ

─ ͙ 

ʺ ͙
͙ҵ̾ ⅝ל/ Ṏ 

́ἶ  ̋

ᶷἌ

╥ᴮ( ◑

ѻᾎ  ̋

ᴮ̯⁵ᶸ╪̑ 

 ♣ᾐ Ṏ  ̋
ᴛ/̾

ᵛ⅝⁄  χ2 ὡ ὡѾ ҵᶛ 

πἌ

╥ᴮ( ◑

ѻᾎ  ̋

ϡ ♣ᾐ  ̋
ᴛ/̾ 

⅍⅝⁄ ӻ ג ὡ ὡѾ ҵᶛ 

ᶷἌ

◓

ᵛ⅝⁄ ӻג┬ӳᵙ  Ѿ 

̱Ἄ

ҍ⁵ ּת  װ

ὡự ḓ ̂ ⱳ

ҍ₅ ⁵ּת ᾎ 

ѻ5Ϯ҅⁄˭ 9 ̆ 
♬Ṓὡ ︡ !: ϙ 11◓|  ˭ӏᾎ 
̪ ѱ

̯ⱳᶹ╥ Ḉ  ◑ҵ⁄ ͙  ◓, ὡự ḓ ̯ ⱳ/ ╥ᴮ  ͎גII ᴮ̯⁵ 

CERT 제 2과: CERT 조직 참가자 교본

2019 년 8 월 페이지 2-13 

그림 2.3: 피해 수준에 따른 CERT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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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과 구조 상태 정보에 대한 기록과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정보의 흐름은 자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전문적인 비상업무 서비스가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아래에 나온 것처럼 기록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CERT TL은 해당 사고의 전 과정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CERT TL은 전문 대응요원이 도착할 때 정보를 서면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기능분야와 작업교체 사이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킵니다.
• CERT는 해당 후원 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 시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에 대한 노출이 기록됩니다.

CERT구조하에 조직의 각 단계는 문서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부문장은 피해 산정, 그룹의 상태 및 계속되는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지휘소에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지휘소는 다음과 같은 해당 상황의 상태를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사고 위치, 
― 접근로, 
― 식별된 위험요소, 
― 지원 장소.  

지원 장소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 집결구역,
• 의료치료 및 평가 지역,
• 영안실 (사망자가 있을 경우).

이러한 정보는 전반적인 상황을 추적하는데 절대적이며, CERT TL이 현장에 최초로 
도착하는 전문 대응요원들에게 해당 문서를 제공하는데 중요합니다.  

적어두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 제공하는 견본양식에 이러한 정보를 적을 수 있고,  종이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기능팀이나 집결장소와 같은 모든 독립 개체에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한 서기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CERT TL은 해당 서기를 지정하고 간단한 안내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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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흐름
다음은 CERT가 사태 내에서 이러한 표준 문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식에서 그룹간에 어떤 선호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세요. 

• CERT 봉사요원들은 CERT집결장소에 가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통과하면서
피해산정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피해산정표는 CERT TL에게
제출됩니다. 이 피해산정표는 선정된 지역의 전반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는 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및 수립에 사용됩니다.

• CERT TL은 해당 피해산정정보를 기반으로 팀을 구성하고 임무을 부여합니다. 이
사람은 기능팀과 전반적인 상황 상태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CERT임무추적표를 보관합니다.

• 집결장소에서 서기는 인력자원 출석점검 양식을 사용하여 각 봉사요원들의
출석을 기록하면서 선호하는 팀의 임무나 기술을 적습니다. 이 정보는 지휘소로
넘겨져야 합니다.

• 지휘소 및 기능팀은 요약임무양식을 공유합니다. CERT TL은 양식의 전면을
사용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안내지침(주소, 사고 유형, 팀의 목적 등)을
알려줍니다. 기능팀의 서기는 해당양식의 공란이 있는 면을 사용하여 팀의 활동을
기록합니다. 해당 팀의 출석을 확인한 후 해당 양식은 지휘소로 반납됩니다.

• 치료구역기록표는 치료구역으로 후송되는 각 환자 및 이들의 상태를 기록하는데
사용됩니다.

• 교신기록표는 수신 및 송신되는 전송기록을 기록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무전기
운용자가 보관합니다.

• 장비재고양식은 장비가 저장된 지역이나 차량에 보관됩니다.
• 일반전달사항 양식은 모든 지휘등급 및 그룹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전달사항은 반드시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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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까지 도로는 개방됨

CERT 원
Susan Adams 페이지  1  의 1

CERT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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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1: CERT 피해산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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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2: CERT 인력자원 출석점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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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3: CERT 임무추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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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기본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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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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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분배된 장비

대용팀의 보고서

(212) 555-1212 9:50 10:36

CERT 제 2과: CERT 조직 참가자 교본

2019 년 8 월 페이지 2-19 

양식 2.4a: CERT 요약임무 양식 



팀행동 일지

오전 10:52에 팀이 식당에 도착합 회생자 1， r를 찾아 잔해물을 헤치고진입합

서기

CERT

Sam Ariton

양식 #4.b

（각 험꿍에 시간 기욕, 필요메 따라 지도 작성）

 Bill Bake
의식이 있고동증이 있몸. Ankle은무거운 책장아래 갖혔으며 그룹구출해냄. 두 명의
팀요원이 그클 치료구역으로 후含합

오전 10:54 회생자2， , 천장이 어리에 별어져호혈. 이 여성을
치료구덕으로 데 리고감

 Carol Loughney

오전 10:55 회생자 3이 부억에서 발견되었고 의식은 없으나 숨을 쉬고있음.다리가 
부숴 졌을 수도 있음. 부목을 한다리 . 본인의 들것을 치료구역으로 이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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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4b: CERT 팀 행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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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5: CERT 치료구역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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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6(ICS309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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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6: CERT 교신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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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7: CERT 장비재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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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8: CERT 일반 전달사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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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양식
문서화 및 정보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들은 기능상 ICS양식들과 일치하며 NIMS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CERT양식이 있습니다. 

• 피해산정,
• 인력자원 출석점검,
• CERT 임무추적표,
• 요약임무,
• 치료구역기록,
• 교신기록표,
• 장비재고,
• 일반전달사항.

서기가 모든 활동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는 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유용하고 질 높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역 지도, 현장 지도 및 계획 수립은 대응활동을 추적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도표 2.4: 대응활동 기록을 위한 양식들 

양식 목적

피해산정

[CERT 양식 #1] 

CERT 봉사요원들이 CERT의 집결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통과할때 작성된 후 CERT 팀 지휘요원에게 
전달됩니다. 다음을 포함한 선정된 지역의 전반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화재,
• 유틸리티 위험요소,
• 구조적 피해,
• 부상 및 사망,
• 가능한 접근방법,
• 행동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정하는데 필수.

인력자원 출석점검
[CERT 양식 #2] 

해당 집결장소에 도착한 CERT 봉사요원들이 서명하는 데 
사용되며,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누가 현장에 있는지,
• 언제 이들이 도착했는지,
• 언제 이들에게 임무가 부여되었는지,
• 이들이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 인력 가용성을 추적하기 위해 집결구역요원에 의해
사용됩니다.

CERT 임무추적표 
[CERT 양식 #3] 

상황적 상태에 대한 인식을 지속하기 위해 지휘소에서
사용되며,  전반적인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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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목적

요약임무

[CERT 양식 #4 a, b] 

기능팀들에게 안내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지휘소에서
사용되며, 팀의 행동사항을 기록하고 새로운 피해산정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치료구역기록

[CERT 양식 #5] 
치료구역에 후송되는 생존자, 이들의 증상 및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의료치료구역 요원들에 의해 작성됩니다. 

교신 기록표
[CERT 양식 #6 (ICS 309에 
기반됨)] 

무전기 운용요원에 의해서 작성되며 수신 및 송신되는
전송내용을 기록하는데 사용됩니다.  

장비 재고
[CERT 양식 #7(ICS 303에 
기반됨)] 

CERT관리 장비의 출고 및 입고 확인에 사용됩니다. 

일반전달사항

[CERT 양식 #8 (ICS 213)] 

모든 지휘 등급 및 그룹간의 전달사항에 사용되며, 
전달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 임무 완료,
• 요구되는 추가 자원,
• 특별 정보,
• 상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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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과  요점정리 

이번 과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대응기관과CERT는 비상운용을 관리하기 위해 ICS를 사용합니다. ICS는
인력, 시설, 장비 및 의사소통 관리에 있어 융통성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CERT 팀 지휘요원은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CERT
봉사요원이 안전하게 해당 구조를 시도할 수 있습니까?” 구조 시도 여부는 해당
구조물에 개입되어 있는 피해의 수준에 달려있습니다. 다음을 기억하세요. CERT
봉사요원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 상황 및 자원 상태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기록)하고 모든 CERT 수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문, 그룹 및 팀들은 피해산정, 사태 현황 및 진행중인 요구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지휘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전반적인 재해 상황을 추적하고 비상대응기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휘소는
반드시 사태 상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숙제

다음 과정에서 다루게 될 과에 대해서 읽어보고 내용에 익숙해 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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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제2과: 추가 자료  
추가 자료

� 피해산정 

� 인력자원 출석점검표 

� CERT임무추적표 

� 요약임무 

� 팀 행동기록표 

� 치료구역기록표 

� 교신기록표 

� 장비재고 

� 일반전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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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제2과: 추가 자료  

CERT 피해산정양식 
양식 2.9: CERT 피해산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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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인력자원 출석점검 양식 
양식 2.10: CERT 인력자원 출석점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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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임무추적표 
양식 2.11: CERT 임무추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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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요약임무 양식 
양식 2.12: CERT 요약임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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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팀 행동표 
양식 2.13: CERT 팀 행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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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피해자 치료구역 기록표 
양식 2.14: CERT 피해자 치료구역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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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교신기록표 
양식 2.15: CERT 교신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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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장비재고양식 
양식 2.16: CERT 장비재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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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일반전달사항양식 
양식 2.17: CERT 일반전달사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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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제 3과: 재해의료운용 – 제1부 
이번 과에서는 다음 사항을 배우게 됩니다. 

� 재해의료운용 지원. 출혈 관리, 평상시 체온 유지, 기도 개방, 환자를 위로해주기 및 
기본 응급처치치료를 다수의 부상에 적용하는 것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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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제3과 개요 

재해시 의료운용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CERT가 비상요원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데 
결정적입니다.  제3과 및 4과에서 다루는 재해의료운용 1, 2부에서 CERT 봉사요원들이 
트라우마 직후 즉각 취할 수 있는 생명구조 단계를 가르칩니다.  대형 재해발생시 
비상요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해의료를 적용하고 조직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재공합니다.  CERT 봉사요원이 재해의료운용을 지원하는 것은 트라우마로부터 사망을 
줄이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제3과 및 4과에서는 어떻게 재해의료운용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재해의료운용은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지며, 이러한 
자료를 가르치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제3과 및 4과의 목표는 CERT 
봉사요원들에게 재해의료운용 방법 및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즉각적인 의료개입에 대한
고급과정 개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해 중 구조요원보다 생존자들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의료전문 요원의 지원이 
즉각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의료대응요원들이 신속하게 도착하는 
동안, 부상과 치료시작 사이의 지연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당한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제공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조치에는 계속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 생명에 위태로운 
출혈을 멈추게 하는 것, 부상자의 위치를 바꾸어 이들이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계속해서 이들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를 해주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CERT 봉사요원들은 재해의료운용의 일부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치료하는 것을 
돕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CERT의 사명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생존자가 많은 재해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CERT 봉사요원들은 최대한 많은 생존자를 돕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든 CERT 참가자들은 기본 응급처치와 CPR훈련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응급처치과정을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CERT가 생명을 위협하는 (외상성) 부상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개입을 다룬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CPR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CPR과정을 찾으려면 미국적십자사 및 미국심장협회의 지역 분과을 
찾으세요.  

본과의 목적
이번 과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다량 출혈, 저체온, 및 기도폐색 등을 포함한 외상적 충격의 결과로 인한 생명에
위태로운 상태를 식별하고,

2. 인명을 구하는 정확한 기술을 적용하고,
3. 생명에 위협이 없는 부상을 다루는 기본 응급처치방법을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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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대한 치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한 출혈과 기도 폐쇄로 인해 빨리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재해의료운용을 지원하는 CERT 봉사요원들의 최우선 순위는 출혈을 조절하고 환자의 
자세를 적절하게 잡아주어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하기 전에 생존자와 구조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ERT 봉사요원은 상황이 생존자를 도울만큼 충분히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CERT 봉사요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이 자리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 나는 더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떠나야 하나 아니면 여기에 남아서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하나?

•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목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최대한 빨리 돕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접근하기
가능할 경우, CERT 봉사요원들은 본인이 적절하고 제대로 된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PE의 구체적인 목록을 보려면 제1과를 참조하세요. 

환자에게 접근할 때 몇 가지 취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가 봉사요원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2단계: 본인의 이름과 소속 조직을 말하여 상대방에게 신원을 밝히세요. 

3단계: 개인을 치료하기 전에 항상 허락을 구하세요. 만약 해당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환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허락을 요청해야 합니다. 

4단계: 가능할 경우, 언제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세요. 

5단계: 모든 의료 환자들은 법적으로 비밀보장(HIPAA)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환자를 다룰 때는 항상 이들의 의료상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염두에 두고 
존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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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관리
보통 사람들의 몸에는 약 5리터의 혈액이 있습니다. 심각한 혈액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에 있는 혈액 공급량의 약 반을 잃게되면 
누군가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고 여러분을 살릴 수 없으며,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출혈 관리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출혈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출하거나 지속적인 출혈,
• 피가 헝근하게 고이는 출혈,
• 피가 입은 옷을 통해 흠뻑 젖는 출혈,
• 피가 붕대를 통해 흠뻑 젖는 출혈,
• 수족의 절단.

생명을 위협하는 혈압의 감소는 종종 충격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다 
출혈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혈액량의 15% 미만의 손실. 환자는 심장박동이 약간 증가한 상태이지만 정상으로 
보입니다. 

2단계: 15%에서 30%사이의 혈액량 손실. 환자의 몸은 혈액 손실을 보충할 수 있지만 
생명 징후가 높아짐에 따라 불안하거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단계: 30%에서 40%사이의 혈액량 손실. 환자의 몸이 혈액 손실을 보충할 수 없으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충격으로 진전될 
것입니다. 환자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4단계: 40% 이상의 혈액량 손실. 환자는 회복 불가능한 충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기면 상태인듯 보이며, 중요한 장기에 대한 압도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인해 몇 분 안에 사망할 것입니다. 

도표 3.1: 심각한 출혈 단계 

단계 혈액 손실 심장박동 혈압 호흡수 환자

1단계 15% 미만 보통 (분당 박동수 
100회 미만) 

보통 14-20 환자는 정상으로
보임

2단계 15%-40% 빠름 (분당 박동수 
100회 이상) 

약간 낮음 20-30 환자가 불안해 할 수
있음

3단계 30%-40% 아주 빠름(분당 
박동수 120회 이상) 

낮음 30-40 환자가 혼란스러워
함

4단계 40% 이상 위독 상태 (분당 
박동수 140회 이상) 

위독 상태 35 이상 환자가 기면 상태를
느낌

출혈의 유형은 혈액 흐름의 속도에 의해서 특징됩니다. 

동맥 출혈: 동맥은 고압으로 혈액을 운반합니다. 동맥에서 나오는 혈액은 분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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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출혈: 정맥은 저압으로 혈액을 운반합니다. 정맥에서 나오는 혈액은 흐를 것입니다. 

모세혈관 출혈: 모세혈관 또한 저압으로 혈액을 운반합니다. 모세혈관에서 나오는 혈액은 
줄줄 흐릅니다. 

직접 압력 

과도한 출혈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직접 압력을 가하면서 출혈을 조절하고 중지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단계: 출혈의 근원을 찾아내세요. 

2단계: 출혈부분과 손 사이에 무엇인가 넣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세요. (장갑, 
헝겊, 플라스틱 가방 등)  

3단계: 출혈의 근원에 직접 확고하고 꾸준한 압력을 가하세요. 상처부위가 
고통스럽더라도 출혈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강하게 눌러야 합니다. 

4단계: EMS요원이 치료를 인계하거나 출혈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세요. 
출혈이 멈추었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 계속 압력을 가하고 EMS를 기다리세요. 

직접 압력을 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세요. 

• 가능하면 출혈과 본인 사이에 보호장벽을 만드세요. 장갑이 최고입니다.
• 같은 장갑이나 보호장벽을 한 사람 이상 사용하면 안됩니다.
• 사용한 보호장벽에 피가 흠뻑 젖었을 경우 다른 것으로 대체하되, 그 위에 더 이상
물건을 겹겹이 놓지 않아야 합니다.

• 손과 상처부분 사이에 부피가 큰 겹을 놓지 않는 이유는 이로 인해 압력의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 정확하게 적용된 압력을 가하면 부상자의 상처부위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EMS요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압력을 가하세요.

지혈대 

직접압력 방법으로 출혈을 멈출 수 없을 경우와 EMS전문요원의 응답이 지연될 경우, 
지혈대는 출혈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선택입니다. 지혈대는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의 사지(팔이나 다리)의 출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민간부문의 비상사태에 있어 공식적인 대응요원에 의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혈대는 적절하게 적용되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혈대를 
사용하면 사지를 잃는 것보다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혈대는 꽉 조이는 붕대이며 사지에 단단하게 감을 경우 해당 사지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혈액공급을 차단합니다. 

상업용 지혈대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줄로 엮인 벨트나 수하물 끈 같이 넓고
유연하며, 강하고, 꼬여지고 조여지면서 고정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직접 지혈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만든 지혈대는 자주 실패하지만 최소한 출혈을 멈추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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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대 사용 방법. 

1단계: 부상 부위에서 가능하면 가장 높은 곳에 두세요 (몸통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옷 
위에 지혈대를 둘 수 있습니다.) 

2단계: 버클을 통해 띠를 잡아 당기세요. 

3단계: 출혈이 멈추거나/아주 느려질 때까지 막대기를 꽉 조이게 비틀어 주세요.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4단계: 막대기를 단단하게 고정하세요.  

5단계: 출혈이 멈추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지혈대를 사용하세요. 

6단계: EMS가 치료를 인계받을 때까지 그대로 두세요.  
그림 3.1: 지혈대 

충격에 대한 인식 

사람의 몸은 처음에 혈액 손실을 보충하고 충격 증상을 보완하기 때문에 충격은 종종
진단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충격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일관된 상태일 수 있으며 
고통을 호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흔한 일입니다).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미묘하고 작은 신호들에 주목하세요.  

다음은 충격의 주요 징후입니다. 

• 급박하고 얕은 호흡,
• 모세혈관을 다시 채우는데 2초 이상 소요되는 것,
• “제 손을 꽉 잡아보세요”와 같은 간단한 명령도 따르지 못하는 것.

환자가 충격을 받았을 때 거칠거나 과다하게 다루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온 유지
필요할 경우, 땅바닥의 극심한 온도(춥거나 뜨겁거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환자의 
밑이나 위에 담요나 다른 것을 덮어 주세요.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저체온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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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낮은 체온에 아주 취약합니다. 저체온증은 심한 부상을 입은 생존자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인 체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젖은 옷을 제거하고,
• 부상을 입은 환자와 땅바닥 사이에 무엇인가를 놓고 (판지, 윗도리, 담요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

• 마른 것으로 부상자를 덮고 (코트, 담요 또는 마일라 응급용 담요 등으로),
• 구조요원의 몸이나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부상자를 바람으로부터 차단하세요.

저체온증과 기타 감기 관련 증상은 이번 과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연습 3.1: 출혈 관리 
목적. 이번 연습은 출혈관리을 위한 기술을 사용하여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내 지침. 

1. 2명이 짝을 이루어 한 명은 환자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은 구조요원 역할을
담당합니다.

2. 환자가 오른쪽 팔꿈치 바로 아래에 있는 팔뚝에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해보세요.
3. 가능할 경우 압박붕대나 지혈대를 사용하세요.
4. 해당 과정을 두 번 반복하세요.
5. 역할을 바꾸어서 새로이 구조요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 위에 나온 단계를
완료하도록 하세요.

기도 개방
부상자가 자신의 기도를 개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자세를 잡아 주는 것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입니다. 가장 적합한 자세는 가슴이 완전히 팽창할 수 있고 
기도가 막힐 위험이 없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적의 자세는 환자의 목으로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특별히 얼굴에 충격을 입은 환자의 경우에는 혈액이나
수분이 허파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호흡기관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허파,
• 기관지,
• 후두,
• 인두,
• 비강,
• 기관(기도).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기도를 열어두기 위해 부상당한 환자의 자세를
배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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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있는 환자의 자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주어진 부상상태에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자세를 자연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구조요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환자가 자기 몸의 자세를 
자연적으로 취하게 하여 스스로 기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필요할 경우 
도와주세요. 

삼각대 자세가 기도를 개방하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단거리 달리기를 한 후에 숨을 
내쉬는 것을 생각헤 보세요). 허파와 흉곽은 삼각대 자세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경우 (의자, 벤치의자 등)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팔꿈치나 손을 무릎에 올리고, 몸을 약간 전면을 향해 굽혀야 합니다.

• 서 있을 경우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손은 무릎위에 두어 팔은 똑바로 내리고,
몸을 앞으로 굽혀 등이 평평하게 합니다.

의식불명 환자의 자세 

사람이 의식불명일 경우, 사람의 몸을 옆으로 돌려서 가슴이 확장되게 하며, 머리를 
돌려서 기도로 액체가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의식불명 환자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 
도표를 참고하세요. 

그림 3.2: 의식불명 환자의 자세 

회복 자세 

환자를 회복자세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면 환자의 몸을 아래와 같이 두세요. 

• 몸: 옆으로 눕게 하세요.
• 아래에 있는 팔: 바깥으로 향하게 펼쳐 놓으세요.
• 위에 있는 팔: 아래에 있는 팔의 이두박근에 얹으세요.
• 머리: 손에 얹으세요.
• 다리: 약간 굽히세요.
• 턱: 전면으로 올리세요.
• 입: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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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적어도 누군가를 회복 자세로 이동시키는 것은 환자의 척추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을 수행하세요.  

• 환자를 옆으로 눕히기 위해 돌릴 때 머리와 목을 받쳐주세요.
• 필요 이상으로 환자를 움직이지 마세요.

하악견인법 

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 기도가 폐색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하악견인법(턱 
들어올리기 방법)을 통해 기도를 개방하세요.  

이행동을 성인에게 수행하려면 환자의 머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 팔꿈치를 받침대로 사용하면서 양 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잡으세요. 이 때 양 손의
엄지손가락이 (턱을 향하게 하고) 입의 양 끝부분에 가도록 하세요.

• 환자의 머리나 목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손가락을 환자의 턱뼈의 각진 부분 아래로
이동하게 하세요.

• 턱을 올리고 기도를 개방하기 위해 환자의 목과 머리를 움지이지 않으면서 턱을
밀어 올리세요.

연습 3.2: 회복 자세 
목적: 이번 연습은 환자를 회복 자세로 이동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는 연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내지침: 

1. 2명이 짝이 되어 한 사람은 구조요원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은 환자 역할을
합니다.

2. 의식불명의 부상자가 숨을 쉬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3. 이제 배운 기술을 사용하여 환자를 회복 자세로 이동시키세요.

위로해주기

CERT 봉사요원은 부상자나 감정적인 환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으며 평온하고 안정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제5과에서 재해 심리에 대해 보다 깊게 다루겠지만 위로를 해주는 것은 
CERT 봉사요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즉각적인 처치의 일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위로해주기 위한 대화 

서로 이름을 공유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 질문을 하세요. 

•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 무엇이 필요하세요?
•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 추측 없이 지금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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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조치,
• 다음 일어날 일.

구조요원이 할 수 있는 일. 

• 환자들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것.
•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계속 눈을 응시하는 것.
• 인내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
• 구조요원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게 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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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기본 응급처치 방법  

화상 처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상 
여부 평가를 위한 몇 가지 질문사항입니다.  

• 화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 해당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까?
• 언제 화재가 종료되었습니까?

화상에 대한 응급치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체온현상 방지,
• 고통 관리,
• 감염의 위험을 감소.

열, 화학품, 전류 또는 방사능이 화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상의 정도는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소제의 온도,
• 환자가 노출된 기간,
• 영향을 받은 몸의 부위,
• 화상부위의 크기,
• 화상의 깊이.

화상 분류 

심각도에 따라 화상은 세 개의 피부층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표피(혹은 피부의 바깥 층)는 신경촉각을 포함하며 모발이 통과합니다.
2. 진피(또는 중간층의 피부)는 혈관, 지방분비선, 모낭 및 땀분비선을 포함합니다.
3. 피하층(또는 가장 안쪽의 피부층)은 혈관이 있고 근육이 지나갑니다.

도표 3.2: 화상분류표 

분류 영향받은 피부층 증상

표면상 • 표피

• 붉어짐, 건조한 피부
• 고통

• 붓는다 (가능함)

부분적으로

두툼함
• 표피

• 진피의 부분적 손상

• 붉어짐, 피부에 물집
• 물에 젖은 것처럼 보임
• 고통

• 붓는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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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영향받은 피부층 증상

아주 두툼함

• 외피와 진피의 완전한 손상
• 피하층 손실 가능성 (모든 피부층
및 피부 기저층의 일부나 전부를
손상시킴)

• 하얗게 변하거나,
가죽같거나, 까맣게 탔음
(갈색이나 검은색)

• 고통스럽거나 상대적으로
고통이 없음

열에 의한 화상치료에 대한 안내 

화상부위를 시원하게 식히세요. 

• 화상을 입힌 근원을 환자로부터 제거하세요. 옷이 피부에 붙어있지 않을 경우,
불꽃을 끄고 그을린 옷을 제거하세요.

• 피부나 옷이 여전히 뜨겁다면 이를 1분을 초과하지 않게 시원한 물에 담구거나
시원한 물에 적신 깨끗한 찜질수건을 (짠 후에) 위에 덥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차갑게 식히세요. *참조: 급격한 온도의 변화는 환자에게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온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피부를 식히기 전에 화상의 크기와 심각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원하게 해주는 것들: 화장실이나 부엌의 물, 정원용 호스, 물에 적신 수건, 침대
시트 또는 기타 의류.

• 얼음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얼음은 혈관 수축을 초래합니다.

화상에 드레싱을 하세요. 

•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고통을 감소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르고
소독된 치료용 붕대를 느슨하게 덮으세요.

• 손이나 발에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개별로 감아주세요.
• 상처부위 주위의 옷을 느슨하게 하세요. 필요할 경우 보석장신구를 제거하고,
제거한 내용, 시간 및 이것을 누구에게 전했는지 기록하세요.

• 소독약, 연고 혹은 기타 치료약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 피부조직의 껍질을 제거하거나, 물집을 터뜨리거나, 붙어 있는 옷의 일부를
제거하면 안됩니다. (대신에 화상 주위에 있는 타버린 옷을 잘라내세요.)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치료 안내 

일반적인 화상과는 달리,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은 고열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오염제거 절차 등)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이 의심될 
경우, 훈련받은 의료전문가에게 치료를 미루는 것이 최선입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은 항상 알아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피부가 타고 
있지만 화재의 징후가 없는 경우,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을 의심해보세요.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으로 의심될 경우.  

• 해당 물질과의 접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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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된 옷이나 보석장신구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 해당 자극물이 건조할 경우, 부드럽게 최대한 많이 털어 내야 합니다. 항상 눈 및
환자와 본인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멀리 털어내세요.

• 해당 화학물질을 피부에서 씻어내기 위해 최소한 10분 이상 흐르는 시원한 물을
많이 사용하세요. 흐르는 물은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화학물질을 빠르게 희석시킵니다.

•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시원하고 젖은 찜질수건으로 덮으세요.
• 헝겊이 상처에 달라 붙지 않도록 건조하고 멸균된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매우
느슨하게 감싸세요.

상처 치료
상처에 대한 주요 처치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지혈하기,
• 치료용 붕대(드레싱) 및 일반 붕대를 사용하기.

지혈을 위한 처치방법은 이번 과의 앞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이번 항의 초점은 2차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붕대를 감는 방법입니다.  

상처에 붕대감기 

지혈이 끝난 후 혈전을 유지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드레싱(치료용 붕대)과 일반 
붕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레싱과 일반 붕대는 서로 다릅니다. 

• 드레싱은 해당 상처 부위에 직접 사용합니다. 가능할 경우 드레싱은 항상
살균되어야 합니다.

• 일반 붕대는 드레싱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상처에서 계속 피가 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출혈을 관리할 수 있게 일반 
붕대를 상처에 충분히 단단하게 감아야 합니다.  

드레싱(치료용 붕대)의 사용방법  

드레싱 사용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혈이 지속될 경우(예: 치료용붕대가 피에 흠뻑 젖었을 경우), 현재 있는 드레싱
위에 다시 드레싱을 더하고 지혈하기 위해 압력을 계속 가해야 합니다.

• 출혈이 멈추면 동일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상처부위에 붕대를 감은 채로
의료전문인에 의한 추가 치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감염 가능성에 대한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처 주위가 붓게 되거나,
• 색깔이 변하거나,
• 상처에서 분비물이 발생하거나,
• 상처부위로부터 빨간 줄무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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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의 절단
CERT 봉사요원이 신체부위가 절단된 환자를 도울 경우 따라야 할 몇 가지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CERT 봉사요원은 신체의 일부를 절대로 절단해서는 안됩니다. CERT 
봉사요원이 절단된 신체의 일부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가능할 경우 피부조직 부분을 깨끗한 것으로 감싸고 플라스틱 봉투 안에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날짜, 시간 및 환자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 해당 피부조직 부분을 서늘하게 보관하고 얼음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절단된 신체의 부위를 환자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박혀있는 물체
가끔 신체에 외부물체가 박혀있는 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날아다니는
잔해물에 의한 결과입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은 CERT훈련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박혀있는 물체를 가진 환자를 처치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의료요원(EMS)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EMS가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도울 수 없을 경우,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외부 물체가 환자에게 박혀 있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영향을 받은 신체부위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 물체가 기도를 막고 있지 않는 한 해당 물체를 움직이거나 제거하려고 시도하면
안됩니다.

• 외부 물체에 지나친 압박을 주지 않은 채 상처 입구 부위의 출혈을 지혈하려고
해야 합니다.

• 박혀있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상처부위를 청결하게 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 부피가 큰 드레싱(치료용 붕대)으로 해당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위를 감싸야
합니다.

골절, 탈구, 삠, 염좌에 대한 처치방법 
골절, 삠 및 염좌로 추정되는 부상에 대한 처치의 목적은 부상 부위의 위와 아래에 있는 
상처 부위와 해당 관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골절, 삠 및 염좌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CERT 요원은 부상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상을 골절로 
간주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골절 

골절이란 뼈가 완전하게 부러지거나, 조각나거나, 금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골절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개방 골절은 부상을 동반한 부러진 뼈로 인하여 골절 부위의 내부나 주위로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폐쇄 골절은 부상이 동반되지 않은 채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폐쇄 골절에 대한
응급처치는 단지 부목을 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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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개방 및 폐쇄 골절 

해당 사지가 각이 져 있으면 탈구 골절이며 이는 해당 뼈 조각의 변위 정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이 고통과 부기이기 때문에 비탈구 골절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은 골절로 가정하고 전문처치가 가능할 때까지 처치해야 합니다. 

그림 3.4: 탈구 및 비탈구 골절 

개방 골절 처치 방법 

폐쇄 골절은 일반적으로 부목으로 처치할 수 있지만 개방 골절은 심한 출혈 및 감염의
중대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는 우선 순위가 더 높으며 
봉사요원들이 더 자주 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개방 골절을 처치해야 합니다. 

• 노출된 뼈의 끝부분을 해당 피부조직으로 다시 넣기 위해 당기면 안됩니다.
• 해당 상처 부위를 세척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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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살균된 드레싱(치료용 붕대)으로 상처 부위를 덮고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 상처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골절에 부목을 대야 합니다.
• 수분이 있는 4인치 크기의 정사각형 드레싱으로 해당 뼈의 끝을 덮어 뼈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탈구 

탈구는 비상사태시 흔히 볼 수 있는 부상입니다. 탈구는 관절 주위에 있는 인대의 부상을 
의미하며, 이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서 뼈를 관절의 정상위치에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탈구의 징후는 폐쇄 골절의 경우와 유사하며 탈구로 추정되는 부상은 폐쇄골절로
가정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추정되는 탈구를 원위치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면 안됩니다. 전문의료 도움이 가능할 
때까지 해당 관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삠 및 염좌 

삐는 것은 관절에 있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을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늘리거나 확장하면 삘 수 있는 것입니다.  

삐는 것은 비록 해당 뼈가 제자리에 있거나 부상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 갈 수 있긴
하지만 일부 탈구로 간주됩니다. 부상의 종류가 삠이거나 염좌거나 혹은 폐쇄 골절이라 
하더라도 폐쇄 골절로 가정하고 해당 부상을 처치해야 합니다.  

삐었을 때 가장 흔한 징후. 

• 부상 부위의 통증,
• 부기 및/또는 멍,
•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용 능력을 상실하는 것.

부목

부목은 부상 부위를 고정시키기 위한 가장 흔한 처치방법입니다. 

판지는 즉흥적으로 만드는 부목의 가장 흔한 재료의 종류이지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재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드러운 재료: 붕대용 재료나 부드러운 옷으로 묶인 수건, 담요 또는 베개.
• 견고한 재료: 판자, 금속 스트립, 접은 잡지나 신문 또는 기타 견고한 물품.

봉사요원들은 골절된 뼈를 골절되지 않은 인접한 뼈에 확실하게 안정시킴으로써
해부학적인 부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해부학적 부목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위한 
것이지만 비상시에는 봉사요원이 다리를 같이 부목으로 받칠 수 있습니다.  

부목 재료와 신체 부위 사이의 틈을 메꾸기 위해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세요. 

이와 같은 유형의 부상에는 부기가 따릅니다. 제한적인 옷, 신발 및 보석장신구 등이 
의도하지 않은 지혈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할 경우 이를 제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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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 삽화 
그림 3.5: 판지 부목 

판지로 부목을 만들려면 부상당한 사지를 얹을 수 있는 “성형틀”을 만들기 위해 판지 
모서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림 3.5: 수건 부목 

수건을 사용하여 부목을 만들려면 수건을 감아서 해당 사지 부위를 감싸서 제 위치에
묶어야 합니다. 

그림 3.7: 베개 부목 

베개 부목을 사용하려면 해당 사지 부위 둘레를 베개로 감싸서 묶어야 합니다. 
그림 3.8: 해부학적 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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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적 부목은 부상당한 다리와 다치지 않은 다리 사이에 담요를 패딩으로 사용하여
간격을 두어 묶는 것입니다. 

연습 3.3: 부목 
목적: 이번 연습은 부목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내지침: 

1. 두 명씩 그룹을 만드세요. 한 사람은 구조요원 역할을, 다른 사람은 환자 역할을
합니다.

2. 구조요원은 환자의 팔 윗부분과 다리 아랫부분에 부목을 대야 합니다.
3. 부목을 대는 몇 번의 시도를 관찰한 후, 구조요원과 환자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수행하면 됩니다.

감기와 관련된 부상 처치
감기와 관련된 부상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저체온증은 체온이 정상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 동상은 극심한 추위로 인해 혈액이 사지의 끝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할 때
발생하며 피부 조직을 죽입니다.

저체온증 

저체온증은 추위에 노출되거나 트라우마에 의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체온증의 
초기 징후 및 증상입니다.  

• 화씨95º (섭씨 37º) 이하의 체온,
• 붉어지거나 푸르게 변하는 피부,
• 몸을 벌벌 떠는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마비.

나중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저체온증을 동반합니다. 

• 분명하지 않은 발음으로 말하는 것,
•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
• 기운이 없는 것.

저체온증은 불과 몇 분 안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나 물과 같은 환경에서
구조된 환자는 맨 먼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젖은 옷을 제거하고,
• 환자와 땅바닥 사이에 무엇인가를 두고 (판지, 윗도리, 담요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

• 마른 것으로 부상자를 덮고 (코트, 담요 또는 마일라 응급용 담요 등으로),
• 구조요원의 몸이나 주위에 있는 물건으로 환자를 바람으로부터 차단하고,
•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를 따뜻하게 할 목적으로 마사지를 시도하면 안되고,
• 의식불명의 환자가 회복자세를 취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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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추운 날씨에 몸의 열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의 혈관이 수축됩니다. 극심한 추위에서 
신체는 핵심 기관(심장, 허파, 창자 등)으로 혈액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지의 끝에 있는 혈관을 더 많이 수축하게 됩니다.  원활하지 못한 혈액순환과 
극심한 기온의 조화로 인하여 이러한 사지 끝에 있는 피부조직을 얼게 만들거나 어떤
경우에는 피부조직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상은 코, 귀, 손, 발에서 가장 
흔합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동상의 주요 징후나 증상입니다. 

• 피부색의 변화 (붉은색, 흰색, 보라색, 검은색),
• 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부상 부위에 국한되지 않음),
•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마비.

동상을 입은 환자를 천천히 따뜻하게 해주세요! 동상을 입은 사지 부위를 너무 급하게 
녹이면 차가워진 피가 심장으로 흘러가서 심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심장을 멎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부상 부위를 약 화씨 107.6º 정도의 따뜻한 (하지만 뜨겁지 않은) 물에 담급니다.
• 해당 신체 부위를 다시 얼게 하면 안되며 이는 부상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 신체 부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마사지 시도를 하면 안됩니다. 동상은
피부조직상에 얼음결정체를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문지르면 잠재적으로
많을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를 마른 살균 드레싱(치료용 붕대)으로 감쌉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직 손상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이것을 신중하게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위와 관련된 부상 처치
CERT 봉사용원으로서 비상사태 중 여러 형태의 다음과 같은 열과 관련된 부상을 접하게 
됩니다.  

• 열경련: 근육경련이 극심한 더위에서 과도한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
• 열탈진: 개인이 극심한 더위에 운동이나 일을 할 경우 발생하며,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이 체액 손실이 발생하는 것. 피부로의 혈액 흐름이 증가하여 중요한 장기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경미한 충격을 유발합니다.

• 열사병: 환자의 온도조절기관이 차단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되며, 체온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뇌손상이나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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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탈진 

다음은 열탈진의 증상입니다. 

• 차갑고, 축축하며, 창백하거나 상기된 피부,
• 심하게 흐르는 땀,
• 두통,
• 메스꺼움 또는 구토,
• 현기증 및/또는
• 탈진.

열탈진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체온이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처치를 받지 않을 경우, 
열탈진은 열사병으로 발전됩니다.  

열사병 

다음 증상의 일부나 전부는 열사병의 특징입니다. 

• 뜨겁고 빨간 피부,
• 땀 부족,
• 의식상태의 변화 및/또는
• 빠르고 약한 맥박과 빠르고 얕은 호흡.

열사병 환자에게 체온은 높게는 화씨105º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열사병 환자가 
처치를 받지 않으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치방법 

열탈진 및 열사병의 처치방법은 유사합니다. 

1. 환자를 더위로부터 옮겨서 시원한 환경에 둡니다.
2. 시원하게 젖은 수건이나 침대시트로 신체를 천천히 식힙니다. 가능하면 환자를
시원한 욕조에 담급니다.

3. 물컵의 약 반 정도를 매 15분의 속도로 열사병환자가 천천히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열사병 환자가 많은 양의 물을 너무 빨리 마시게 되면 메스꺼움과 구토를
야기합니다.

4. 환자가 구토하거나, 근육경련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게 될 경우에는 음식이나
물을 주면 안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전문의료요원에게 알리고, 전문요원의 도움이
가능할 때까지 환자를 가까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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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였을 경우
재해의 환경하에서 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이는 것은 평상시 보다 더 흔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곤충들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곤충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증상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물리거나 쏘인 부위가
빨갛게 되고 가려우며, 톡톡 쏘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고, 해당 부위에 있는 피부에 
부푼 자국이 있습니다. 

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인 부위를 처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단계: 침이 계속 있을 경우, 신용카드 가장자리나 기타 딱딱하고 똑바른 가장자리가 
있는 물체를 사용하여 침을 긁어서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핀셋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는 
독소낭을 짜낼 수 있고 방출된 독의 양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물과 비누로 부위를 완전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3단계: 얼음을 마른 행주에 싸서 쏘인 부위를 10분 간격으로 얼음찜질 하세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세요.  

물리거나 쏘인 부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증(아나필락식스 쇼크)입니다. 과민증은 알레르기 반응이 너무 심해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과민증으로 추측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세요.  

• 환자를 진정시키세요.
• 가능할 경우 환자용 에피네프린 주사를 구해서 놓아주세요. (많은 과민 알레르기
반응 환자들은 항상 이것을 소지하고 다닙니다)

• 에피네프린 주사 이외의 약품을 제공하면 안됩니다. 여기에는 진통제, 알레르기 약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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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과  요점정리 

이번 과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발생시 초기 조치를 제공하는 CERT 봉사요원의 능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 CERT 봉사요원들이 취할 수 있는 생명구조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직접 압력 및/또는 지혈대를 사용한 심한 출혈을 지혈하고, 
―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 기도를 개방하고 환자의 자세를 수정하는 것.  

• CERT 봉사요원들이 위로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부상을 입은 환자나 감정적인
환자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으며 평온하고 안정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 결정적인 인명구조 조치 외에도, CERT 봉사요원들은 부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기초 응급처치 및 간호를 제공합니다.

• 다음은 재해발생 후 일어나는 흔한 부상들입니다.
― 화상,  
― 상처,  
― 사지절단 및 몸에 박힌 물체, 
― 골절, 탈구, 삠, 및 염좌,  
― 감기와 관련된 부상,  
― 더위와 관련된 부상,  
― 곤충에 의한 물림/쏘임.  

숙제

제 4과를 읽고 친숙해지세요. 재해의료운용 – 다음 부문 전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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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제 4과 개요 

본과의 목적
이번 과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대량인명 피해상황시 CERT 봉사요원이 맡은 역할을 설명하고,
2. 재해의료운용의 기능을 설명하고,
3. 생존자치료구역을 설립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4. 몸 전신 평가를 진행하고,
5. 공공보건을 위한 적절한 위생시설과 위생대책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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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다중손상사고 

다중손상사고는 사상자 수가 지역의 자원을 압도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자주 있지 않지만, CERT 봉사요원들은 해당 사고 대응에 있어 지역 자원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다중손상사고의 예입니다. 

• 출퇴근 열차의 탈선,
• 다수의 차량 사고,
• 버스 사고,
• 건물 붕괴,
• 자연 재해 (토네이도 등).

다중손상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요원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사고지역의 지휘와 통제를 수립하고,
• 현장 평가 및 설정을 진행하고,
•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생존자들을 치료를 기다리는 대기구역으로
후송하고,

• 생명을 구하는 치료가 필요한 생존자를 확인한 후 즉시 치료하고,
• 사망자들과 너무 심하게 다쳐 구할 수 없는 생존자들을 확인하고,
• 추가적 치료가 필요한 생존자들을 위한 의료 수송을 관리하고,
• 초기대응요원, 생존자 및 법 집행 수사를 위한 증거 등을 확보하고,
• 잔해물 및 기타 안전 또는 건강상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

결정적인 인명구조 개입역할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초기대응요원은 현장 도착 당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초기대응요원을 지원하기 
위해 CERT 봉사요원은 다중손상사고 발생시 본인의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중손상사고 발생시 CERT 봉사요원의 역할 
해당 현장에 파견되었든 우연히 근처에 있었든, CERT 봉사요원의 최초 임무는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잠깐 현장을 둘러보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 9-1-1에 전화해서 최초 평가기간 동안 수집되었던 정보를 교환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개인보호장비(PPE) 및 CERT와 연관되었음을 보여주는 모자, 조끼, 셔츠 등의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 가장 가까이 있는 초기대응요원을 찾아 본인이 CERT 봉사요원임을 밝혀야
합니다. 본인이 소속된 지역기관에 대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 초기대응요원이 출동할 수 없는 경우, 상황을 판단하고 출혈관리나 기도 개방과
같은 인명구조 개입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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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요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이들에게 본인이 평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본인이 CERT 소속임을
초기대응요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초기대응요원이 해당 지역을 떠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후, 해당 사고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CERT 팀 지휘요원
및/또는 소속된 지역기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초기대응요원을 지원함에 있어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CERT 봉사요원은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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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재해의료운용의 기능 

재해의료운용이란 생존자 처치 및 다중손상사고 발생시 제공되는 지원과 관련된 임무를
말합니다. 재해의료운용의 주요기능: 

• 부상자분류/평가: 환자들의 부상의 정도에 기반된 의료처치를 위한 초기평가 및
분류.

• 의료처치: 생존자들에게 지원되는 의료서비스.
• 수송: 생존자를 현장에서 의료처치구역이나 의료시설로 이동.
• 영안실: 현장이나 의료처치구역에서 사망한 환자를 임시로 수용하는 구역.
• 공급처: 공급물자를 받고 분배하는 중심지.

그림 4.11: 재해의료 운용조직 

재해의료 운용기능을 보여주는 재해의료 운용조직: 부상자 분류/평가, 수송, 의료처치, 영안실 및 공급처 

부상자 분류/평가 및 수송은 수색 및 구조 작업과 의료운용의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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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의료처리 구역설정 

부상당한 생존자가 확인되는 즉시, 초기대응요원은 한 곳 이상의 의료처리구역을 설정할 
것입니다. 처치구역의 위치는 구조요원 및 생존자의 안전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의료물품, 수송 지역 등). 초기대응요원은 CERT 
봉사요원에게 처치구역 설정이나 필요한 공급물품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산된 처치구역: 한 곳 이상의 의료처치구역 위치를 설정할 필요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 부상 및 사상자의 수, 현장환경의 안전성 등을 통해 초기처치구역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초기처치구역으로부터 중심 위치가 너무 멀 경우, 
다수의 처치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인명구조를 위한 처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의료처치의 위치는 각 피해지역에서 안전한 거리(너무 멀지 않은)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 각 의료처치에 대한 위치는 생존자와 영안실을 위한 물리적으로 분리된
처치구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생존자는 초기대응요원이 이들을 전문의료기관이 있는 위치로 후송할 때까지
해당 위치에서 계속 의료처치를 받습니다.

중앙집중화된 의료처치구역: 여러 현장에서 부상당한 생존자들이 있을 경우, 
초기대응요원은 중앙집중화된 의료처리 위치를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산된 
현장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도 중앙집중화된 위치가  설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위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처치구역 및 영안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 생존자가 최초로 구조되고, 평가받고, 의료처치를 받은 지역에서 해당
처치구역으로 이들을 후송해야 합니다. 생존자는 초기대응요원이 이들을
전문의료기관이 있는 위치로 후송할 때까지 해당 위치에서 계속 의료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 중앙집중화된 의료처치구역은 한 위치에서 제한된 숫자의 의료운용요원이 많은
생존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 초기대응요원 및 기타 의료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여러 분산된 위치가 아닌 하나의
중앙집중된 위치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 중앙집중환된 처치구역에 있는 영안실(생존자처치구역으로부터 분리된)로
사망자를 이동합니다.

처치구역이 중앙집중화되어있든 다수의 분산된 구역에 있든, 해당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 수송차량(구급차, 트럭, 헬리콥터 등)의 접근 가능 및
• 확장 가능.

구조요원 및 생존자의 안전
CERT 봉사요원은 간단한 수색 및 구조작전에 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제 7과: 
간단한 수색 및 구조에서 이 주제를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생존자의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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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고, 구조되고, 평가되면 이들을 의료 요원이 치료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피해의 심각성, 부상자 및 사상자 수, 그리고 즉각적인 환경의 
안전이 초기 치료 영역이 어디에 위치해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개인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 경미한 피해를 입은 구조물에서 CERT 봉사요원이 환자를 발견하면 이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지정된 처치구역 내부에 있는 안전한 위치에서 추가 의료처치가
수행됩니다.

• 중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구조물에서CERT 봉사요원이 환자를 발견하면 이들을
평가하지만, 생존자는 사고현장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거리에 있는
의료처치구역으로 후송됩니다.

• CERT 요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하게 피해를 입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CERT 봉사요원은 사망한 환자의 사망선고나 후송을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사망한 
사람(혹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위치를 기록하고 
의료요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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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 몸 전신에 대한 평가 진행 

환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신속한 의료처치를 제공하는 것은 CERT 봉사요원이 
취해야 하는 첫 번째 조치입니다.  

다음은 평가수행 중 주목할 사항입니다. 

• 심각한 출혈,
• 낮은 체온,
• 기도 폐색.

몸 전신에 대한 평가는 즉시 생명이 위태로운 부상을 넘어 환자의 부상에 대한 본질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의료처치를 시작하지 전에 전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심한 부상이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평가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ERT 봉사요원이 평가를 수행하기 전, 필요한 
의료처치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몸 전신에 대한 평가의 목적
몸 전신에 대한 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의 범위를 최대한 명확하게 결정하고,
• 환자가 필요한 의료처리의 유형을 결정하고,
• 부상을 기록하는 것.

몸 전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때 본인의 PPE를 착용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몸 전신에 대한 평가시 주목할 사항
의료계에서는 신속한 평가 진행시 주목할 사항을 기억하기 위해 영어약자인 DCAP-
BTLS를 사용합니다. DCAP-BTLS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신체일부의 변형상태(Deformities),
• 타박상(Contusions),
• 찰과상(Abrasions),
• 상처 구멍(Punctures),
• 화상(Burns),
• 통증(Tenderness),
• 찢긴 상터(Lacerations),
• 부기(Swelling).

몸 전신에 대한 평가 진행시 CERT 봉사요원들은 환자 몸의 모든 부분에서 DCAP-
BTLS를 주목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부상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의료처치가 제공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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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즉, 해당 통증의 원인)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몸 전신에 대한 평가 진행 방법
가능할 경우 CERT 봉사요원은 환자에게 부상, 통증, 출혈 또는 기타 증상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CERT 요원은 평가를 진행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는 의료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의식이 있는 환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몸 전신 평가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 모든 생존자들(심지어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포함)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 구두로 진행하고 (환자가 말을 할 수 있는 경우),
• 직접 진행하는 것. 관찰하기 위해 옷을 벗기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람의 몸 전신 평가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각 평가에 
대한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세요.  

• 주의해서 주목할 것,
• 특이한(비정상적) 사항에 대해 보고, 듣고, 느낄 것,
• 모든 의식불명 환자의 척추부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에 따라 처치할 것,
• 환자의 몸 전신 평가시 본인의 손에 환자의 피가 묻었는지 확인할 것.

골절된 뼈와 연부조직 상처가 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각 부위를 확인(DCAP-
BTLS)할때 다음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1. 머리,
2. 목,
3. 어깨,
4. 가슴,
5. 팔,
6. 복부,
7. 골반,
8. 다리.

몸 전신 평가시, CERT 봉사요원은 항상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맥박, 움직임, 또는 사지에 대한 감각(PMS) 및
• 팔찌나 목걸이에 있는 의료적 신분을 나타내는 엠블럼.

폐쇄머리, 목 및 척추 부상 
몸 전신 평가 수행시, 구조요원은 폐쇄머리, 목 및 척추 부상으로 고통받는 생존자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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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머리 손상은 열상이나 찢어진 부상과는 반대로 뇌진탕 형태의 손상이지만 열상은
생존자가 폐두염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CERT 요원이 머리나 척추 부상으로 추정되는 부상을 접할 경우 주목적은 악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치료하는 동안 머리와 척추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폐쇄머리, 목 또는 척추 부상의 징후는 종종 다음과 같습니다. 

• 의식의 변화,
• 하나 이상의 신체 부위를 움직이지 못함,
• 머리, 목 또는 등에 있는 심한 통증이나 압박감,
• 사지가 따끔거리거나 마비증상,
• 호흡이나 보는 것이 어려움,
• 심한 출혈, 멍 또는 머리나 척추의 변형,
• 귀나 코에 혈액이나 액체가 있음,
• 귀 뒷부분에 든 멍,
• “너구리”눈 (눈 주위의 멍),
• “불균형” 동공,
• 발작,
• 메스꺼움이나 구토.

생존자가 여기에 있는 징후를 보이거나 건물재료나 무거운 잔해물에 깔린 채 발견된
환자에게는 폐쇄머리, 목 또는 척추부상을 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처치를 해야 
합니다. 

머리의 안정화
재해 기간 중 이상적인 장비는 찾기 힘듭니다. CERT 요원은 다음과 같이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문, 탁상, 건물 재료와 같은 재료를 찾아서 백보드(등에 까는 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건, 기저귀 또는 옷을 찾아서 해당 백보드 위에 머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머리의
양쪽 밑에 깔아서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구조요원과 생존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나 전문요원의 도움이 지연될 경우, 
그리고 다수의 생존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처치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생존자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 부상으로 추정되는 머리, 목 또는 척추부상의 경우에는 충분한 환자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조요원이나 환자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잠재적인 척추 부상보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구조요원은 해당지역에서
가능한 한 빨리 환자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제 7과: 간단한 수색 및 구조에서 생존자 이동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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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4.1: 몸 전신에 대한 평가 진행 
목적: 이번 연습은 상호간에 몸 전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다른 “환자”들과 연습을 실시하세요.  

안내지침:  

1. 두 명이 한 짝이 되어 그룹을 만듭니다. 한 명은 구조요원, 다른 한 병은 환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환자는 등이 바닥으로 향하게 눕고 눈을 감습니다.
3. 구조요원은 환자에 대한 몸 전신 평가를 진행하며 앞에서 보여준 과정을 따라해야
합니다. 구조요원은 몸 전신에 대한 평가를 반복해야 합니다.

4. 구조요원이 몸 전신 평가를 최소한 두 번 진행하는 것을 지켜본 후, 환자와
구조요원 역할을 바꾸어서 연습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5. 새로 구조요원 역할을 맡는 사람은 몸 전신 평가를 최소한 두 번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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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 공공보건에 대한 고려사항 

재해 생존자들이 치료를 위해 다 함께 대피하게 될 경우, 공공보건이 문제가 됩니다. 
CERT 요원 및 CERT 프로그램은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보건에 대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절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 적절한 위생시설을 유지하고,
• 필요할 경우 물을 정화하고,
•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

위생상태 유지
개인의 적절한 위생 유지는 임시 변통의 조건하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이 
위생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자주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 씻기는 철저해야
합니다(최소한 15초에서 20초 동안 손의 모든 부분을 강하게 문질러야 합니다).
알코올이 들어 있는 손세척제는 물이 필요 없으며 손세척의 좋은 대안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 CDC)는 최소한
60퍼센트의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 들어 있는
손세척제를 사용하기 위해 찻숟가락 반 정도의 세제를 손바닥에 부으세요. 손이
마를 때까지 모든 표면을 덮고 두 손을 서로 문지르세요.

• 비라텍스 장갑을 항상 착용하세요. 각 환자를 검사한 후와 의료처치 후에 장갑을
소독하거나 교체하세요. 현장에서는 (한 생존자를 치료한 후) 다른 생존자를
치료하기 전에 표백제와 물을 사용하여 살균처리를 한 고무 장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백제와 물을 1:10 비율로 넣고)

• 드레싱(치료용 붕대)을 항상 소독하세요. 사용 전까지 드레싱의 표장용지를
제거하지 마세요. 포장용지를 개방한 후에 가능하면 드레싱 전부를 사용하세요.

• 체액과 접촉된 모든 부위를 비누와 물 혹은 희석된 표백제를 사용하여
세척하세요.

연습 동안에도 적절한 위생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위생시설 유지
빈약한 위생시설은 감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CERT 의료운용요원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단계를 준수하여 위생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박테리아의 원천(더러운 검사용 장갑, 드레싱 등)의 처리를 관리하고,
• 폐기물을 플라스틱 봉투에 넣어 묶은 후 의료폐기물로 취급하고, 의료폐기물은
다른 쓰레기와 분리하여 이를 위험폐기물로 처리하고,

• 신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땅에 매장하는 것. 운용구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매장구역을 선정하고 추후 청소를 위해 매장지역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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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정화
재해 발생시 식수 공급 부족이 자주 발생합니다. 음료용, 조리용 및 의료용으로 물을 
1분동안 끓이거나 정화용 알약이나 향기가 없는 액체표백제를 사용하여 물을 
정화하세요.  

이럴때 필요한 표백제와 물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 1갤런당 표백제 8방울.
• 물이 흐리거나 더러울 경우에는 1갤런당 16방울.

표백제와 섞인 용액을 30분간 그대로 두세요. 참고: 용액에서 표백제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6방울의 표백제를 추가로 섞고 15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구조요원은 정수된 물 이외에 어떠한 것도 상처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다른 
용액(과산화수소수 등)을 상처에 사용하는 것은 훈련받은 의료요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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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과 요점정리 

이번 과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자나 사망자의 수가 지역 자원을 압도하는 다중손상사고 기간동안 CERT
봉사요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본인이 CERT 봉사요원임을 해당 소속지역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초기대응요원의 도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 상태를 평가하고  
생명구조의 개입을 진행하세요.  

― 대응요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본인이 평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세요. 
― 초기대응요원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는 의사소통임을 명심하세요. 

• 재해의료운용의 주요 기능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부상자 분류/평가, 
― 의료처치,  
― 수송,  
― 영안실,  
― 공급.  

• 의료처치구역은 구조요원 및 생존자의 안전과 자원의 근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환경에 따라, 초기대응요원이 하나의 중앙의료처치위치 및/또는 많은 부상당한
생존자를 위한 다수의 사고지역에 의료처치위치들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몸 전신에 대한 평가는 직접 구두로 진행해야 합니다. 머리부터 시작하여 발로
이동하는 식으로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몸 전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세요. 머리,
목 또는 척추의 부상으로 추정될 경우, 주목적은 추가 부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생존자를 이동시켜야 할 경우, 일직선 안정화 기구 및 받침대를 사용하세요.

• 공공보건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위생상태와 위생시설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물을 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세요. 훈련기간 동안 모든 공공보건 대책과
연습을 미리 계획하세요.

숙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과를 읽고 숙지하세요.  

친구나 가족에게 빠른 몸 전신 평가를 연습해 보세요. 기록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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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제 5과: 재해 심리학 
이번 과에서는 다음 사항을 배우게 됩니다. 

� 재해 심리학: 재해가 구조요원 및 생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충격 및 “심리학적 
응급처치” 요소 제공에 대한 학습. 

� 본인과 생존자를 위한 조치: 재해 전, 재해 직후 및 재해 이후에 봉사요원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CERT의 일원으로서 취할 수 있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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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제 5과 개요 

CERT 봉사요원들은 재해기간 동안 불쾌하거나 불편한 것들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및 폭력 행위 등에 대응함에 있어 CERT 봉사요원은 트라우마의 심리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에는 공포, 분노, 격한 슬픔, 짜증 및 
충격에 따른 슬픔 등이 포함됩니다. 생존자와 CERT 봉사요원 모두가 이러한 심리적 
영향을 경험할 위험이 있습니다.  

CERT 봉사요원은 재해에서 발생가능한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충격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재난 발생시 및 재난 발생 후 자신의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CERT 봉사요원이 다른 사람들과의 일처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당 상황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팀 조직에 대해서 배운 것을 명심하세요. 팀 조직 개념은 운용상 및 심리상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일하고 서로 돌봐 주는 것은 성공적인 팀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심리학적 응급처치는 치료요법이 아니라 야외업무 수행 중 감정적 개입을 제공하는
기술의 한 방법입니다. 이번 과에서 다루는 이러한 기술은 개인적 상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동료 CERT 봉사요원들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본과의 목적
이번 과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CERT 봉사요원들을 포함한 생존자 및 구조요원의 재해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2. 개인 및 팀의 안녕을 위해 취할 단계를 열거하고,
3. 생존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할 경우 적용할 주요 단계를
시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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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재해에 대한 반응 

재해 발생시, 본인은 극도로 불쾌한 사항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재해 환경에 대한 정상적 
스트레스 반응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개인적 손상을 처리하는 것,
2. 이웃에서 일하는 것,
3. 부상을 입은 이웃주민, 친구 또는 동료를 도와 주는 것,
4. 안전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느낌.

“대리 충격”은 재해대응 봉사요원들에게 흔한 직업적 위험요소입니다. 대리 
충격(동점심에 의한 피로, 2차적 희생 또는 2차적 충격 스트레스라고도 불려짐)은 생존자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개인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생존자와 너무 강하게 공감하는 
사람은 그 생존자와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존자의 감정을 본인의 것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구조요원으로서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장기간 충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본인의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본인의 스트레스가 악화되고 본인의 전반적인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해 생존자 및 동료 CERT 
봉사요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해 트라우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완전하게 지쳐버림”이라는 말은 트라우마와는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일을 멀리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F 
인간은 전형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5가지 주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을 다섯 가지 
F라고 명명합니다. (1) 얼어 붙는다(freeze), (2) 도피한다(flight), (3) 싸운다(fight), (4) 
두려워 한다(fright) 및 (5) 기절한다(faint).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보입니다. CERT 봉사요원들과 생존자 모두에게서 이러한 답변의 
예를 인지하게 되면 지원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얼어 붙는다(freeze): “멈추고, 쳐다보고 잘 듣는다” 또는 경계심과 주의깊게
행동하는 것.

2. 도피한다(flight): 도망가는 것.
3. 싸운다(fight): 위협요소와 싸움을 시도하는 것.
4. 두려워 한다(fright): 침략자와 접촉할 경우 긴장해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죽은 것
처럼 행동하는 것.

5. 기절한다(faint): 공포로 인하여 기절하는 것.

발생 가능한 심리학적 증상
재해 관련 심리학적 및 생리학적 반응의 다양한 형태를 본인이 체험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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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상: 신경질적임, 무기력함, 충격, 마비, 사람이나 기쁜을 느낄 수 없음, 포기감,
동요, 이탈감, 생존함에 따른 흥분, 비현실적 느낌, 통제할 수 없는 느낌, 부인/거부
사례, 압도되는 느낌 및 허약해지는 느낌 등.

• 인식상: 의사결정이 어려움, 괴롭히는 꿈, 기억 및 회상, 경계심이 많아지고
지속적인 경계를 하는 것, 분리되는 느낌, 시간과 공간의 왜곡, 심사숙고하거나
경주하는 생각, 또는 해당 충격적 사건을 되풀이해서 회상하는 것.

• 정신적: 희망감 상실, 인생에 대한 제한된 기대, 강렬한 기도, 자기효능감 상실,
절망 및 환멸감, 질문(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인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재정의
등.

발생 가능한 심리학적 증상
• 입맛의 상실
• 두통이나 가슴 통증
• 설사, 위통, 또는 메스꺼움
• 과잉 활동
• 술이나 약물 사용의 증가
• 악몽

• 잠을 이룰 수 없음
• 피로하거나 기력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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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자가 치료 및 팀의 안녕 

재해대응작업의 감정적 충격을 관리하기 위해 사고 전, 중, 그리고 이후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있습니다.  

사전에 재해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학적 및 생리학적 증상들을 미리 아는
것은 해당 트라우마를 관리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CERT 봉사요원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의 다른 측면에는 대응기간 중CERT 봉사요원이 
자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요령과 CERT 지휘요원이 취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 
포함됩니다.  

본인의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방법
본인만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가치있는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래의 예방 단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수면.
• 정기적인 운동.
• 균형잡힌 식단.
• 직업, 오락 및 휴식의 균형.
• 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이 도우미 역할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다른 사람과 연계하세요.
• 정신적 자원을 사용하세요.

예방 조치 이외에도 재해 지역에서 돌아왔을 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친한 사람과
친구들에게 설명하세요. 

• 말하고 싶을 경우 들어야 합니다.
•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말하지 마세요.

앞에서 언급한 발생 가능한 재해관련 심리학적 및 생리학적 증상에 대한 정보를 친한
사람들이나 친구들과 공유하셔도 됩니다.  

연습 5.1: 자가 치료 도구 
목적: 이번 활동은 위기 발생 전이나 발생 중에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자가치료 
도구의 개요를 설명하여 본인이 비상상황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내지침: 이번 활동을 자신에 맞는 속도로 개인적으로 완료합니다. 모두가 끝나면, 
원하는 경우 반원들과 답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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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자가 치료 도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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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자가 치료 도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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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의 지휘요원이 사고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방법
CERT TL이 사고 기간 전후나 사고 발생 동안에 구조요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 시작 전, CERT 요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될지와 생존자들과 본인으로부터
어떠한 감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 CERT에게 팀의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일의 부담 및 감정적 부담을
공유하는 것은 억눌린 감정을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구조요원이 휴식을 취하고 그룹을
재편성하도록 격려하세요.

• 업무에서 발생하는 구조요원의 스트레스를 경감해주기 위해 사고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휴식을 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시하세요.

• 팀원들간에 수용의 문화를 심어주세요. 봉사요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현하고 공개적인 의사 소통을 정상화하도록 격려하세요.

• 구조요원들이 운용기간 중 적절히 먹고 음료 섭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물이나 다른 전해질 대체 음료를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정제된
설탕을 피하도록 권장하세요.

• 봉사요원들이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휴식 또는 변경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팀원의
변화를 인지하도록 격려하세요.

• 휴식시간과 새로운 임무를 돌아가면서 수행하세요 (높은 스트레스 업무에서 낮은
스트레스 업무로 이동하는 등). 심리학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봉사요원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도록 격려해주세요.

• 높은 스트레스의 임무를 완료한 봉사요원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는 대신에 낮은
스트레스의 책임을 부여하여 이들이 점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 봉사요원들이 임무 교대 후 이들이 봉착한 것에 대한 느낌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간단한 토의시간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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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생존자의 감정적 반응에 대응하기  

위기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다양한 정서적 단계를 거칠 수 있으며, 여러분은 
구조요원으로서 무엇에 봉착할 수 있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피 및 위치이동과 
관련된 요소들은 심리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피과정 중 신체적 위험요소나 
가족과의 분리가 있을 경우,  생존자들은 종종 외상후반응을 나타냅니다. 대피소의 
요구조건이나 다른 요소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함께 있지 못할 경우, 함께 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재해전 단계: 지역공동체는 재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은 일반적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반면에 허리케인이나
홍수는 일반적으로 수 시간에서 수일 내에 닥쳐옵니다. 경고가 없으면 생존자들은
미래의 예기치 않은 비극에 대해 더욱 취약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두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은 크게 고통 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결과로 손실을 경험하게 되면 이들은 죄의식이나
자책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미래에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생존자들은 종종 죄책감이나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 충격 단계: 재해의 영향 단계는 일부 유형의 홍수와 관련된 느리고 위협이 적은
것에서부터 토네이도 및 폭발과 같이 격렬하고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해당 재해와 연관된 규모, 공동체 파괴 및 개인적
손실이 크면 클수록 심리적 영향 역시 더 커지게 됩니다.

사고의 특징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은 수축, 기절, 충격과 같은 반응과 공황과
히스테리처럼 덜 일반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초기에는 혼동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생존하는 것과 본인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체적 안녕에 초점을 둡니다. 가족이 재해의 영향을
받는 동안 다른 지리적 위치에 있을 때 (학교에 있는 어린이, 직장인 등) 생존자는
가족과 재회할 때까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 영웅 단계: 재해의 여파 직후에는 생존, 사람 구조 및 안전도모가 우선순위입니다.
대피소, 모텔 또는 다른 사람의 집으로 대피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 후에 오는 혼미상태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인명구조와
재산보호 구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의 수준은 높으나 실제 생산성은 종종
낮습니다. 위험을 평가하는 능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와 비상대응요원들 모두 이타심이 두드러진 사람들입니다.

• 신혼 단계: 재해 발생 후 몇 주와 몇 달 동안 공식적인 정부 및 자원 봉사 지원을
즉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해에서 함께 생존하였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의
유대감이 생길 수 있고 지역공동체 내에서 지원을 주고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그들이 받게 될 도움이 다시 그들을 "완전하게(whole)"
만들어줄 것이라는 단명한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재해행동건강 의료요원이 모습을 보이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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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면 향후 다가올 어려운 단계에서 도움을 제공할때 사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 환멸의 단계: 예상보다 지연되는 복구 속도에 대한 실망이 이 단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멸은 보통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하반기에 발생하며, 재해 발생
1년 되는 시점에 다시 발생합니다.

• 재건 단계: 물리적인 재산의 재건 및 감정적인 안녕의 회복은 재해 후 수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집, 사업체 및 생활을
복구하는 문제를 이들이 대부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트라우마에 의한 위기
충격적 위기는 사람들의 대응 능력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였거나 목격하여서
압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실제적 혹은 잠재적 사망이나 부상,
• 심각한 부상,
• 본인들의 집, 이웃 또는 귀중한 소유물의 파괴 및/또는
• 가족 봉사요원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연락 두절.

트라우마에 의한 스트레스는 다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 인식상 기능: 외상성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은 비합리적으로 행동 할 수도
있으며,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억을
공유하거나 되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육체적 건강: 트라우마에 의한 스트레스는 육체적 증상과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대인 관계: 외상성 스트레스의 생존자는 대인 관계를 어렵게 하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 성격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매개 요인
트라우마에 대한 개인 반응의 강도와 유형은 다음 요소의 조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이전 경험 (다수의 사건의 감정적 영향은
축척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스트레스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생존자들의 삶에서의 혼란의 강도 (생존자의 생활이 더 많이 혼란스러울수록
이들의 심리학적 및 생리학적 반응이 더 커지게 됩니다).

• 상황이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의미 (희생자가 더 큰 재난이라고 인식할수록
스트레스 반응의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 개인의 정서적 안녕과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 (특히 사회적 자원). 최근에
다른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은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잘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사건 발생과 현시점 사이의 시간 경과 (해당 사건의 현실감을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CERT 제 5과: 재해심리학 참가자 교본

2019 년 8 월 페이지 5-10 

CERT 봉사요원들은 어떤 개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아는 척하면 안됩니다).  

생존자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구조요원들은 
사람들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하지만, 요원들이 보는 것은 해당 
사건이 만들어낸 심리적 충격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CERT가 하거나 하지 
않은 일과 전혀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존자 안정화
CERT 봉사요원의 업무 일환인 현장 심리학적 개입의 목표는 개인을 안정시켜 주어진 
사건현장을 진정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의료적 필요사항을 조치하고 심리적으로 
개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래 방법을 사용합니다.  

• 생존자들의 반응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들을 관찰하고 이들이 본인들이나
타인들에게 위협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합니다.

• 부상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개입시킵니다. 생존자들을
집중하는 활동에 개입시키는 것은 그들이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에게
공급품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건설적인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생존자들 중 다른이들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효과적입니다.

다음을 따라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경청하기: 본인들의 느낌이나 신체적 필요사항을 이야기해보게 합니다.
생존자들은 종종 이들이 겪은 것에 대해서 말해야 하며 누군가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 공감하기: 배려해주는 반응은 누군가가 생존자들의 고통이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 연결하기: 생존자를 가족, 친구 또는 종교인과 같은 자연적 지원체계에 연결되는
것을 돕습니다.

듣고, 보호하고, 연결하기 
심리적 응급처치(PFA)는 재해 여파속에서 어린이, 사춘기 청소년, 성인 그리고 가족들을 
돕기 위해 증거를 기초로 만들어진 접근방법입니다. 생존자의 신체적 필요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 응급처치를 제3과 및 제 4과에서 배운 것처럼 PFA는 생존자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초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듣고, 보호하고, 연결하기”는 PFA의 한가지 방법으로서 
생존자들이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밟도록 돕는 것입니다. 

• 경청하기: 사건 발생 후 생존자를 돕기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이들이 말하는
것(또한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경청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미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반응은 말로 하거나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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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가 원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조요원이 기꺼이 경청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한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가끔 생존자들이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말하고 싶지 않아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들을 살피고 이들의 반응이나 필요사항에 변화가 있는지 지켜봅니다.  

• 보호: 이 단계는 생존자들이 보호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도움을 주며 이들을
추가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도록 합니다. 이 단계는 지원, 격려, 그리고
안심을 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존자들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줍니다.
경청하는 단계는 각 생존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조요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 정보나 자원을 제공합니다.  
― 질문에 대해 간단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이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말끔히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 

― 해당 사고에 대응하는데 있어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 이들이 의사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되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모든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이들에게 
말해줍니다.  

― 특정한 장면, 냄새 또는 소리와 같이 이들에게 다시 충격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이들이 이러한 요소를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 이들의 기본적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이러한(예: 음식 및 휴식과 같은 건전한 행동을 격려하는 등) 것에 접근할 수 
있는지 도와줍니다.  

• 연결하기: 이들의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자원들을 이들과 연결시켜
주는 것은 이들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생존자들이 재해 후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기적으로 이들과 연결되도록 합니다. 
― 지원을 제공하는 자원들에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감하는 경청자가 되어주기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 경청하여 생존자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경청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자의 견해를 더욱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화자의 입장에서 경청합니다. 어떻게
화자가 느끼는지 상상하기 위해 경험을 사용합니다. 대리 충격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화자의 느낌을 완전하게 떠안는 것에 유의합니다.

• 단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들으며, 몸 동작, 얼굴 표정, 목소리의 높낮이 등
화자의 비언어 의사소통에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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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가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화자의 말이 잘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위해 주기적으로 화자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다시
말해주도록 합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을 강화시켜 줍니다.

생존자들은 자살하고 싶거나, 정신이상 또는 자기 자신들을 보살필 수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EMS 그리고/또는 정신건강 전문의들에게 
최대한 빨리 통보해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말하면 안되는 것들
지원을 제공할 때, 아래와 같은 표현은 삼가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이 
생존자에게 위안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 이해되거나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표현들을 피해주십시오:  

•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동일한 체험을 하지않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생존자는 기분이 좋지 않다고 느낄 권리가 있으며 다른
기분이 드는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아주 강하시군요” 혹은 “잘 극복할 겁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자신이 강하다
느끼지 못하며 이러한 상실감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 “울지 마세요.” 울어도 됩니다.
• “이는 신의 뜻입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고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고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더 나빴을 수도 있었어요,” ”최소한 당신은 아직….”, 또는 “모든 일이 잘
될겁니다.” 상황이 더 나빴었을 것인지 혹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인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류의 반응들은 위안을 주기보다 강한 부정적 반응을 끌어내거나 생존자를 듣는
이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 생존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사과해도 좋습니다. 

침묵 속에서 편안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단지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말합니다
이들의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혹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항상 
이들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것을 말하도록 허용합니다.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들의 기분이나 생각을 정상화합니다.  

• “당신의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를 도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CERT 제 5과: 재해심리학 참가자 교본

2019 년 8 월 페이지 5-13 

•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 “무엇이 필요하세요?”

사망 현장 관리
CERT 봉사요원이 직면할 수 있는 한 가지 불쾌한 것은 팀의 간호 도중 희생자가 
사망하는 일을 다루는 것입니다. 아래의 지침은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데 유용합니다. 

• 시신을 덮고, 존중을 하며 다룹니다.
• 사망자를 다룸에 있어 지역 법규나 의례를 따릅니다.
•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역 당국자와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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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과 요점정리 

이번 과의 요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해는 구조요원이 극히 불쾌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노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스트레스를 주고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생존자와 과도하게 공감하는 것은 구조요원이 대리 충격을 겪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생존자와 구조요원은 모두 재해 이후에 트라우마의 심리적 및 생리적 증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CERT 지휘요원은 사고 전후 및 사고기간 동안 구조요원이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CERT 봉사요원은 스스로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응급처치는 재해 여파속에서 어린이, 사춘기 청소년, 성인 그리고
가족들을 돕기 위해 증거를 기초로 만들어진 접근방법입니다.

• 경청, 보호, 연결하기 조치는 재해 후 생존자 지원과 연관된 조치를 제공해줍니다.
• 생존자는 재해가 끝나고 다음과 같은 뚜렷한 정서적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연구결과에서 보여줍니다:

― 재해전 
― 충격 
― 영웅 
― 신혼기간 
― 환멸 
― 재건 

• 트라우마적 스트레스는 인지적 기능, 신체적 건강 그리고 대인간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 여러가지 매개요인에 따라 트라우마적 스트레스의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 트라우마적 위기는 한 사람의 회복능력이 압도될 때 발생합니다.
• 현장의 심리학적 개입의 목표는 개인을 안정시킴으로써 해당 사고를
안정시키는데 있습니다.

• 공감하는 경청자가 되어서 생존자를 위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숙제

다음 과정에서 다룰 과에 대해서 읽어보고 내용에 익숙해 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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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제 6과: 화재 안전 및 유틸리티 관리 
이번 과에서는 다음 사항을 배우게 됩니다: 

� 화재의 화학: 화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배우며, 화재의 분류, 그리고 각종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 배웁니다. 

� 화재 평가 고려사항: 화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배우며, 화재진압 자원을 
평가하고 행동과정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 휴대용 소화기: 휴대용 소화기 종류의 식별 및 사용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 화재 진압 안전: 화재 진압을 시도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화재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끄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 위험물질: 창고 안, 수송중이거나,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잠재적 위험물질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 화재 및 유틸리티 위험요소: 가정과 직장에서 잠재적 화재 및 유틸리티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방법, 성공적인 화재예방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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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제 6과 개요 

화재 비상사태 중 그리고 직후에 소방업무의 최고 우선순위는 인명의 안전, 사고의 
안정화 그리고 재산 보전입니다.      

도로 접근제한, 기후 조건, 불충분한 물공급 그리고 제한된 자원은 대응요원의 
대응시간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본과의 목적
이번 과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CERT 평가과정 및 최소안전 예방책을 포함한 화재안전 및 대응에 있어 CERT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2.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형 화재를 진화합니다.
3. 가정 및 지역공동체에서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화재, 유틸리티 및 유해한
위험물질 등을 식별하고 감소시킵니다.

CERT의 역할 
CERT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화재와 유틸리티 안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소규모 화재가 대형 화재로 발전하기 전에 진압시킵니다.
― 이번 과에서는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화재가 너무 커서 다룰 수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법칙으로, 5초이내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이는 
이미 너무 커서 다룰 수 없다는 뜻이므로, 현장에서 즉시 떠나야 합니다. 

• 연료 재료를 제거함으로써 추가 화재를 예방합니다.
― 이번 과에서는 화재를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히 진압하는 것을 보장하는 
과정인 “점검”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필요할 경우, 그리고 안전할 경우, 유틸리티를 차단시킵니다.
― 이번 과에서는 제 1과에서 배운 유틸리티 차단 과정을 복습합니다. 

• 필요할 경우 대피를 지원합니다.
― 화재가 CERT의 진압능력을 초과하거나 유틸리티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CERT 봉사요원은 상황을 소방부서에 통보하는 동시에 현장을 대피하고 
주변에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CERT 우선순위 
CERT는 이웃과 직장의 화재 및 유틸리티 안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CERT 봉사요원은 전문대응요원이 도착하기 전에 화재 및 유틸리티와 관련된 
비상사태를 돕습니다. 대응시 CERT 봉사요원은 아래의 CERT표준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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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요원의 안전은 항상 최우선순위입니다. 따라서 CERT 봉사요원들은 항상 다음을 
명심합니다: 

• 동료체제를 사용합니다. 동료는 중요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화재진압을 절대로 혼자서 시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 안전장비를 착용(장갑, 헬멧, 보안경, N95마스크 그리고 견고한 신발이나
장화)합니다.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한 이러한 장비는 일반적으로 방화PPE가
아닙니다.

• CERT의 목표는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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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화재의 화학 

화재 삼각형
화재가 존재하기 위해 세 가지 요인이 요구됩니다: 

• 열: 열은 한 물질의 온도를 점화점까지 상승시키는데 필요합니다.
• 연료: 화재 연료는 고체, 액체 및 가스일 수 있습니다. 연료의 형태 및 수량에 따라
화재를 진압하기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 산소: 대부분의 화재는 최소 20퍼센트의 산소가 대기중에 있으면 활발하게
탑니다. 산소가 없이는 대부분의 연료는 완전하게 소모될 때까지 가열되지만
타지는 않습니다.

화재 삼각형으로 불리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에 의해 화학적 발열 반응인 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림 6.1: 화재 삼각형 

화재의 등급
화재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을 돕기위해 화재는 연소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됩니다. 

• A등급 화재: 종이, 천, 나무, 고무 그리고 여러 플라스틱 등과 같은 평범한 가연성
물질.

• B등급 화재: 기름 및 휘발유와 같은 인화성 액체는 물론 목탄연소액체 및 등유와
같은 가연성 액체. 점화시 기화된 부분만 연소됩니다.

• C등급 화재: 전깃줄 및 모터와 같은 전기 동력 장비. 전기가 차단될 경우, 해당
화재는 A등급화재가 됩니다.

• D등급 화재: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리고 티타늄과 같은 가연성 금속.
• K등급 화재: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그리고 지방과 같은 요리용 기름.



CERT 제 6과: 화재안전 및 유틸리티 통제 참가자 교본

2019 년 8 월 페이지 6-4 

화재 진압을 위한 정확한 방법 및 물질을 선정하기 위해 화재를 만드는 연료의 형태를
식별하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제 3항: 화재 평가 고려사항  

제 2과에서 소개되었듯이 평가는 전문대응요원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CERT평가는 
9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상황을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화재상황 평가는 화재진압을 시도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화재를 진화시킬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CERT 봉사요원 개개인의 안전은 항상 최우선순위입니다. 효과적인 화재 평가는 아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내 동료와 내가 알맞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가?
• 다른 위험요소가 있는가?
• 해당 건물이 구조적인 피해를 입었는가?
• 내 동료와 내가 탈출할 수 있는가?
• 내 동료와 내가 화재진압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도표 6.1: CERT 화재 평가 

1단계: 사실 수집 

시간

하루나 주중의 작업시간대가 화재진압 노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미칩니까? 예 아니오

기후

본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조건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본인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 아니오

기후 조건이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현 
상황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예 아니오

건축 형태

어떤 형태(들)의 구조물(들)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어떤 형태(들)의 건축물(들)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건물사용

해당 구조물은 사용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예: 어린이, 노인, 애완동물, 
장애자접근로 및 기능적 필요성이 있는 사람)? 예 아니오

위험요소

위험물질이 분명합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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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실 수집 

위험요소

다른 종류의 위험요소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다른 위험요소는 무엇입니까? 예 아니오

2단계: 피해 산정 및 전달 

현장의 모든 측면에 대해 조사하십시오. CERT의 역량을 
뛰어넘는 위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해당 사실과 초기 피해산정에 대해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까? 예 아니오

3단계: 가능성 고려 

생명에 대한 위험요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위험요소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화재의 진로
화재의 진로가 다른 구역을 위험하게 합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구역이 위험에 직면합니까? 예 아니오

추가 피해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재해발생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인지된 위험은 무엇입니까? 예 아니오

4단계: 본인 자신의 상황 평가 

화재진압을 돕기 위해 무슨 장비를 쓸 수 있습니까? 

어떤 다른 자원을 쓸 수 있습니까?  

CERT 봉사요원이 안전하게 화재진압을 시도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5단계: Establish Priorities 

지금 더 긴급한 다른 필요사항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단계: 의사결정 

적절한 안전의 한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원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7단계: 행동계획 진전 

인력 및 여타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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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행동개시 

해당 계획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9단계: 진전상황 평가 

문제점, 안전 위험 그리고 자원 공급상황의 범위에 대한 변동사항을 가려내기 위해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략을 수정합니다. 

평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진전상황의 평가(9단계)를 위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추가적으로 사실을 수집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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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화재진압 자원 

가장 흔한 화재진압 자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소방서,
• 화재경보장치,
• 스프링클러 장치,
• 휴대용 소화기,
• 옥내 급수호스(상업용이나 주거용 건물에 있는 수돗물 호스, 공공사용을 위한
것은 아님).

소화기

휴대용 소화기는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가정에는 다수의 휴대용 소화기가 있습니다(위치는 부엌, 차고, 작업공간 및 지하실 등을 
포함). 직장은 규제나 화재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규제나 화재규정에 명시된 대로 
적절한 수의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의 연료 유형에 따라 화재진압을 위한 자원을 선정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화기 종류
소화기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물,
2. 분말 화학물질,
3. 이산화탄소,
4. 특수형.

도표 6.2: 화재 유형, 화재진압 물질, 방법  

화재 유형 화재진압 물질 화재진압 방법

보통의 고체 물질
• 물

• 거품

• 분말 화학물질

• 열을 제거함
• 열을 제거함
• 연쇄적 반응을 차단함

인화성 액체
• 거품

• CO2
• 분말 화학물질

• 공기를 제거함
• 연쇄적 반응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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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유형 화재진압 물질 화재진압 방법

전기 장비

• CO2
• 분말 화학물질

• 공기를 제거함
• 연쇄적 반응을 차단함

가연성 금속

• 특수 물질 • 통상 공기를 제거함

주방용 기름

• 화학물질 • 통상 공기를 제거함

소화기 등급 및 표시
주 소방본부와 미국 보험협회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제조물품에 대한 
안전도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가 모든 휴대용 소화기의 등급을 매기고 인가를 합니다. 
소화기는 각기 다른 등급의 화재에 대한 효과성을 중심으로 등급이 주어집니다. 
제조사는 역시 각 소화기의 강도와 능력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제품표시는 해당 소화기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화재 유형에 대한 필수 정보를
포함합니다. A등급 화재에 적절한 소화기는 등급이 1A에서 40A까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소화물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B등급 화재에 적절한 
소화기는 등급이 1B에서 640B까지 있습니다. C, D 또는, K등급의 소화기에는 번호가 
붙지 않습니다. 제품표시의 C는 전기화재를 위해 사용하기 안전한 소화기라는 것만을 
나타냅니다. 제조사는 D등급 화재용 소화기가 연소되고 있는 금속 종류와 일치하도록 
해당 소화기의 소화물질과 일치하는 금속목록을 자세하게 제품에 표기합니다. K등급 
소화기는 상업용 주방에서의 화재진압시스템을 보충해 줍니다. 이 소화기는 알카리성 
혼합물을 분사하는데 이는 연소되는 요리용 기름이나 지방의 지방성 산과 결합될 경우
비누같은 거품을 만들어 증기를 가두어 버리면서 화재를 소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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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제조사 표기 그림 

소화기에 대한 제조사 표기 예, 상단에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마크가 있고, 소화기의 유형 및 
등급, 통과한 시험과정 및 시리얼 번호를 나타냅니다. 표기의 하단에는 미국해안경비대(the U.S. Coast 
Guard) 의 인가 번호를 포함한 해양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물 소화기
물 소화기의 공통된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량: 표준규격은 2.5갤런입니다.
• 범위: 표준범위는 30-40 피트입니다.
• 압력: 표준압력은 평방 인치(psi)당 100파운드입니다.

물 소화기를 사용할때 압력을 받고 있는 물이 가벼운 물건 등을 주위로 분산시켜서
화재를 번지게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합니다. 

화학적 소화기
분말화학물 소화기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 분말화학물 소화기는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으로 C 및 B등급 화재에
효과적입니다.

• 다용도 분말화학물 소화기는 일인산암모늄이 주성분으로 A, B, 그리고 C등급
화재에 효과적입니다.

분말화학물 소화기의 공통적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량: 약 10-20초의 방사 시간
• 범위: 표준범위는 8-12 피트입니다.
• 압력: 표준압력은 175-250 psi입니다.

아직 사용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산화탄소 및 기타 특수형 소화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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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사용 결정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하기 전 해봐야 될 일련의 질문사항들이 있습니다: 

• 화재진압을 시도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역을 탈출할 두 가지 탈출로가
있습니까?

• 해당 화재 종류에 적절한 유형의 소화기가 있습니까?
• 해당 소화기는 이 화재를 감당할 만한 용량입니까?
• 이 지역은 위험물질 및 낙하 잔해물과 같은 다른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까?
• 소화기 사용 경험 및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사항에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답하거나 소화기를 사용하여 5초내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할 경우: 

• 해당 건물을 즉시 떠나야 합니다(안전할 경우 화재경보시스템을 작동시켜
주십시오),

• 떠나면서 화재가 천천히 번지도록 모든 문을 닫습니다,
• 지역 소방서에 연락합니다.

이러한 질문사항에 모두 “예”라고 답할 경우, 화재진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사항에 “예”라고 답했을지라도 불을 진압할 수 없다고 느끼면, 즉시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항상 5초의 법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5초내에 화재를 진압하고 해당 지역이 안전해질 경우, 남아서 화재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이란 화재 재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숨어있는 불이나 불꽃 등을
찾는 화재현장 수색과정입니다. “식히고, 젖게하고, 분리한다”를 명심해야 합니다.” 

소규모화재를 성공적으로 진압했다 할지라도 지역 소방서에 연락하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소방서 요원들은 적절한 점검과 화재가 완전하게 진압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나 직장관리자 
(위치에 따라 다름)가 화재사고에 대한 보관용 기록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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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소화기 사용 결정 

그림 6.4: 휴대용 소화기의 구성 

휴대용 소화기의 구성: 호스, 휴대 손잡이와 방아쇠, 압력계, 그리고 몸체 

P.A.S.S. 
소화기 작동을 위한 영어약자는 P.A.S.S.: 

• 당긴다(Pull) (핀을 당긴후 소화기를 시험해 봅니다.),
• 조준한다(Aim),
• 누른다(Squeeze),
• 휩쓸어버린다(Sweep).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에 접근하기 전에 시험해 봅니다. 

화재의 근원을 향해 확실하게 조준하도록 합니다. 불꽃이 아니라 연소하는 연료를 
진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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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 방사된 소화기는 바닥에 놓고 옆으로 눕혀 저장하여 재충전될 때까지 재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림 6.5: P.A.S.S. 

옥내 급수호스
옥내 급수호스는 보통 상업용 및 아파트 건물에 있으며 1.5인치 직경에 길이 100피트의 
코팅된 호스로 조절가능한 분무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이 호스는 분당 최소 100갤런의 
물을 전달합니다. 호스의 규격과 분출되는 물의 양으로 인하여 옥내 급수호스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CERT 봉사요원은 옥내 급수호스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제한

실내 공간에서는 실내 및 실외 문들을 닫아서 화재를 가두고 연기나 열기의 분산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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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 화재진압 안전 

소규모 화재 진압이 CERT 봉사요원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부주의한 평가나 불안전한 행위로 인해 여러분이 부상을 입을 
경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화재진압 안전 규정
봉사요원은 화재진압 안전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항상 안전장비를 착용합니다. 헬멧, 보안경, 먼지마스크, 가죽 장갑 그리고 견고한
신발이나 장화를 착용합니다.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시 건물을 떠나야 합니다.

• 동료와 함께 작업하십시오. 동료는 중요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화재진압을 절대로 혼자서 시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들과
함께 있도록 합니다.

• 가능할 땐 언제나 예비팀이 있어야 합니다. 예비팀은 화재진압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화재구역을 탈출할 두 가지 탈출로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화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번집니다. 주요 탈출로가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예비탈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문을 쳐다 봅니다. 공기가 문 하단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연기가 문 상단으로
빠져나오고 있을 경우, 문을 만지거나 열면 안됩니다.

• 문과 문틀 사이 공간을 포함하여 문의 바닥에서부터 위로 손등을 이용하여 닫힌
문을 만져봅니다.  문을 만져보기 전에 문의 손잡이를 잡으면 안됩니다. 문이
뜨거우면 문 뒤에 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들어가면 안됩니다!  문을 열게 되면
추가적으로 산소를 불에 공급하는 꼴이 됩니다.

• 가능할 땐 언제나 문을 닫고 불을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화재를 제한합니다.
• 바닥으로 몸을 낮춘 자세를 유지합니다. 연기 흡입은 화재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연기는 자연적으로 위로 올라가므로 바닥에 몸을 낮추게 되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소화기의 유효 사정거리를 기억합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 퇴각할 시 불을 향해 등을 돌리면 절대 안됩니다.
• 불이 소화되었는지, 또 소화된 상태로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합니다.

가끔, 화재진압시 CERT 요원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해야 할 것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 너무 근접하면 안됩니다. 소화기 사거리의 바깥 부근에 머뭅니다. 열기가 느껴질
경우, 이는 너무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 혼자서 화재진압을 시도하면 안됩니다.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명심합니다. 위험에 빠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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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재 진압을 시도하면 안됩니다. 본인 장비의 능력을 알고 손에 지닌 장비로는
명백하게 감당하기 너무 큰 화재를 진압하려 하면 안됩니다(예: 사용가능한
소화기들의 등급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화재).

• 연기가 가득찬 구역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연기가 가득찬 구역의 화재진압은
CERT 요원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적절한 화재진압 절차
기억하세요: CERT 봉사요원은 모든 상황에서 동료체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팀원1의 
임무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입니다. 한편 팀원2는 위험요소를 
경계하고 팀요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화재진압을 위한 6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태세를 갖춥니다. 팀원 1은 소화기 핀을 당긴 후 이를 똑바로 세운 채 작은
불일 경우 불로부터 약 20-25피트 떨어진 곳에서 불을 겨냥합니다.

2. 화재에 접근 준비가 된 경우, 팀원1은 “준비 완료”라고 말해야 합니다. 팀원2는
“준비 완료”라고 반복해야 합니다.

3. 팀원1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진입 개시”라고 말해야 합니다. 팀원2는 이 구호를
반복하고 팀원1이 닿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4. 팀원 모두 화재를 향해 나가갑니다팀원1은 화재를 주시하고 팀원2는 팀원1에게
근접한 위치에 머물며 팀원1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팀원2의 임무는 팀원1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5. 팀원1이 화재구역을 빠져 나올 경우, “후퇴”라고 말해야 합니다. 팀원2는 이
구호를 반복해야 합니다.

6. 팀원2는 손을 사용하여 팀원1을 화재구역으로부터 유인하며 팀원1은 계속하여
화재를 직시하며 다른 위험요소를 경계해야 합니다. 팀원1은 화재현장을 향해
절대 등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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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 화재 및 유틸리티 위험요소 

이번 항에서는 가정과 직장에서 화재 및 유틸리티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예방하는 것을
다룹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종류의 화재 및 유틸리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위험요소는 아래 분류에 해당됩니다: 

• 전기 위험요소,
• 천연가스 위험요소,
• 인화성 혹은 가연성 액체.

또한 가정과 직장에는 인화성/가연성, 부식성, 압축성 가스 및 폭발물 등과 같이 함께 
쓰여선 안될 물질들이 근접하여 저장된 것을 포함한 기타 위험요소들이 있거나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화재예방대책으로 화재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첫째로, 잠재적 점화근원을 찾아냅니다.
• 해당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방법을 취합니다.

전기 위험요소
가장 흔한 전기 위험요소의 몇가지 예와 CERT 봉사요원이 이를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어발식 전기시설”을 피합니다. 전깃줄이 엉켜있는 것을 제거합니다.
• 전기 콘센트에 과부하를 걸면 안됩니다.
• 연장 코드에 다른 연장 코드를 연결하면 안됩니다.
• 카페트 아래로 전깃줄을 설치하면 안됩니다.
• 부서졌거나 벗겨진 전깃줄을 확인하고 교체합니다.
• 가전제품을 잘 관리합니다. 고장난 가전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합니다.

전기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전기 비상사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가끔 발생하곤 합니다. 전기 비상사태 
발생시, 초기대응요원, 혹은 가정에서 사전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전원차단기나 퓨즈의 위치를 확인하고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차단기
박스나 퓨즈 박스 옆에 차단 방법을 붙여 놓습니다.

• 먼저 개별 퓨즈를 풀거나 소형 차단기를 끄고, 주요 스위치나 차단기를 당깁니다.
• 전원을 다시 켤 때, 주요 스위치나 차단기를 먼저 켠 후, 퓨즈를 잠그거나 소형
차단기를 하나씩 켜줍니다.

전기 비상사태나 화재 발생시 전기면허기술자 및/또는 전기회사에 통보하는 것을 
명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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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전기가 전도되기 때문에 전원공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물이 넘치는 지하실로
들어가거나 물이 고여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림 6.6: 전원차단기 박스와 퓨즈 박스 

천연가스 위험요소
천연가스에는 두 가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가스는 질식성으로 인체내 산소를 
제거하고, 가연성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에서는 쉽게 점화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우며, 가스누출시 이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기 탐지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천연가스 탐지기를 전략적으로 
집의 층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천연가스 탐지기는 보통 보일러, 온수기 탱크 그리고 
건조기나 가스레인지와 같은 기타 가스용 가전제품 근처에 설치합니다. 매월 탐지기의 
작동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CO)는 치명적인, 무색무취의 독가스로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천연가스를 포함해 다양한 연료가 완전하게 연소되지 않았을 때 CO가 
생성됩니다. 보일러, 가스레인지, 온수기나 실내난방기와 같이 연료를 연소하는 
가전제품이 망가졌을 경우나, 휴대용 발전기와 같은 엔진 동력 장비, 또는 벽난로에 
의해서, 또한 가정이나 기타 폐쇄된 공간에서 숯을 태우거나 하는 행위는 CO를 생성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CO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안전표준을 충족하는 이산화탄소 탐지기를 각각의 
침실구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추가 탐지기를 모든 층과 모든 방에 설치해야 합니다. 
난방장치나 요리용 가전제품의 15피트 이내나 욕실과 같이 아주 습기진 구역 근처에 
탐지기를 설치하면 안됩니다. 매월 탐지기의 작동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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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차단 

가스 차단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름표를 붙여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주 차단기 
이외에도 가정내에는 다수의 밸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스를 차단하는 방법을 익히고 
가스차단을 위해 불꽃이 튀지 않는 적절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적절하고 안전하게 
가스를 차단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면 절대로 차단을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지역 
가스회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그림 6.7: 천연가스 계량기 차단 

천연가스 계량기 차단 도표는 지면에서 나온 가스관에 있는 차단기 밸브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 밸브를 
차단하기 위해 불꽃이 튀지 않는 렌치를 사용하여 밸브를 시계방향으로 ¼을 돌려서 차단합니다. 항상 
면허증을 소지한 기술자만이 천연가스의 흐름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합니다.   

참조 사항: 어떤 종류의 가스계량기는 지진이나 기타 유사시 가스 흐름을 제한하는 
자동차단밸브가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배관공이 해당 유틸리티 공급점의 아래부분에 
이러한 자동차단밸브를 설치합니다. 가정에 이러한 차단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모른다면 여러분의 가스담당회사에 연락해 보십시오. 이러한 차단장치가 잠겨져 있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만이 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실내 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있을 경우, 지역당국에 의한 안내가 있을 경우에만 가스 흐름을 
차단해야 합니다. 가스 냄새가 나거나 가전제품이 꺼져 있는데도 계량기의 다이얼이 
돌아가며 가스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면 해당 구역을 벗어나서 9-1-1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스가 공기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절대 건물 내부에서부터 
가스 차단 시도를 하면 안됩니다.   

실외 가스계량기
가스 냄새가 나거나 가전제품이 꺼져 있는데도 계량기의 다이얼이 돌아가며 가스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면 건물 외부에서부터 계량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진압할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9-1-1에 신고하고 안전할 경우에 한하여 가스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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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유틸리티 차단을 위해서든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지하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가스밸브의 위치를 찾아 차단하기 위해 불빛이 더 필요한 경우, 촛불이 아니라 
손전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절차에 확신이 없을 경우, 특히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해당 유틸리티를 본인 스스로 다시 켜면 안됩니다. 항상 지역소방서의 
안내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천연가스가 차단되고 난 후에는 항상 훈련된 기술자만이 
이를 복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적합하거나 급작스러운 가스서비스 
이용은 집안 내부에 가스 누출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화성 액체 위험요소
인화성 액체로부터 위험을 줄이는 요령: 

• 인화성 물품을 식별해내기 위해 상표를 읽습니다,
• L.I.E.S. 방법을 사용해 물품을 적절히 저장합니다(Limit - 제한, Isolate - 고립,

Eliminate - 제거, Separate - 분리).

소화기 사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B등급 화재용 휴대 소화기만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를 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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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 위험 물질 

아래와 같은 특성을 하나라도 가진 물질은 위험한 물질로 간주됩니다: 

• 다른 물질을 부식시키는 물질,
• 폭발하거나 쉽게 점화되는 물질,
• 물에 강력하게 반응하는 물질,
• 열이나 충격에 노출될 경우 불안정해지는 물질,
• 흡수, 흡입, 주입 또는 섭취를 통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독성이 되는 물질.

위험한 물질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폭발물,
• 인화성 가스 및 액체,
• 독극물 및 독가스,
• 부식물,
• 비인화성 가스,
• 산화제,
• 방사능 물질.

위험물질 위치식별
위험물질이 저장되고, 사용되고, 수송되는 위치를 식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건물사용의 유형 및 위치,
• 안내문 및 상표,
• 시각, 청각 및 후각.

건물사용의 유형 및 위치
위험물질은 모든 지역공동체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상업용 처리과정은 
위험물질에 의존하며 많은 소매판매처에서 이를 판매합니다.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사고와 재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이러한 물질들은 인접 환경으로 방출됩니다.  
지역공동체내 흔한 위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창고, 조차장 또는 조선소 같은 산업지역,
• 부엌 밑/화장실 싱크대, 작업공간 캐비닛, 차고, 지하 등을 포함한 가정내 공간,
• 세탁소,
• 장례식장,
• 가정용 물품 가게,
• 대형상점,
• 당일배달서비스와 같은 배달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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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대량의 위험물질을 보관, 사용 또는 수송하는 경우 언제나 경고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문은 비상대응요원들에게 즉각적인 경고체계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들이 해당 물질의 종류와 노출될 위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ERT 봉사요원은 이러한 안내문을 “정지 표시”로 간주해야 합니다. 

전국화재예방협회 (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전국화재예방협회(NFPA) 704 다이아몬드는 특정 물질과 연관된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간단한 체계입니다. CERT 봉사요원은 위험물질이 사용되거나 저장되는 
고정시설에서 NFPA 704 다이아몬드 안내표지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다이아몬드는 4가지 색깔의 사분면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 물질과 연관된 위험
등급을 표시하는 번호가 이 사분면 안에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0부터 4까지의
범위입니다. 번호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림 6.8: NFPA 704 다이아몬드 

• 빨간색 면은 물질의 가연성 정도를 설명합니다.
• 파란색 면은 건강상의 위험도를 표시합니다.
• 노란색 면은 반응도를 표시합니다.
• 흰색 면은 특별한 예방책을 표시합니다.

전국화재규정 704항에는 두 가지 기호가 있습니다. 

• W기호는 물(예: 물과 절대로 혼합하거나 위에 물을 분사해서는 안됩니다)에
특별한 반응성을 보이는 물질을 나타냅니다. 마그네슘 물질은 물에 반응을
나타내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 OX기호는 산화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물질을 나타냅니다. 질산암모늄은 산화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산화제 물질은 폭발과 화재의 가능성을
증대시킵니다.

전국화재규정에 명시된 상기의 기호 이외에도, NFPA 704다이아몬드에는 추가로 다음 
기호가 더 있습니다: 

• ACID는 산성 물질임을 나타냅니다.
• ALK는 염기성 물질임을 나타냅니다.
• COR은 부식성 물질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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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물질임을 나타냅니다.

NFPA 704다이아몬드에 있는 번호들은 전문소방요원이 사고나 화재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CERT 봉사요원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바람부는 방향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할 
경우, 오르막이나 바람반대 방향으로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세계 단일화 시스템 (Global Harmonized System)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세계 단일화 시스템(GHS)은 UN이 화학물질 
위험요소에 대한 소통을 위해 자발적 국제체제로서 발전시킨 체계입니다. GHS 에는 
모든 종류의 위험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HS안전 표시에는 3가지 표준 요소가 있습니다. 

• 기호는 그림문자를 사용하여 신체, 건강,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위험정보에 대해
소통합니다.

• 신호어는 해당 위험의 심각성 정도를 나타냅니다. “위험”은 심각한 위험에
사용되고, “경고”는 덜 심각한 위험에 사용됩니다. 낮은 수준의 위험에는 신호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유해위험 문구는 특정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에 의한 각각의 위험요소를 설명하는
표준화된 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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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GHS 그림문자 

GHS표시는 또한 아래의 추가 요소를 포함합니다: 

• 예방조치 문구 및 그림문자는 특정 위험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물품 고유정보, 또는 물품의 안전 데이터표에 사용된 이름이나 번호,
• 공급업체 고유정보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정보에는 GHS규정에서 요구하지 않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가적이고
단일화되지 않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수송중인 위험물질의 식별
위험물질이 수송되는 동안 3가지 방법으로 표시하고 식별합니다: 

1. 미국 교통부(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안내표지판,
2.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UN) 체계,
3. 북미(The North American: NA) 경고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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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지판들은 대형탱크 적재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있을 수 있습니다. 

NFPA 704다이아몬드와 같이, DOT, UN 그리고 NA 표지판은 CERT 봉사요원에게 “정지 
표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안전에 있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안내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위험물질이 없다고 가정해서는 안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위험물질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 1,000파운드 미만의 많은 위험물질들에 대해서는 안전표지판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특정 위험물질(예: 무수암모니아)는 국내 수송시 비인화성가스로 표기되지만,
국제 운송시에는 인화성가스로 표기됩니다. (무수암모니아는 인화성가스입니다!)

• 가끔 운송자들은 화물을 교체할 때 해당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CERT 봉사요원은 사고 현장에 있는 모든 차량에 접근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림 6.10: DOT 안내표지판 경고 

비상대응 안내책자(Emergency Response Guidebook) 
초기대응요원은 위험물질이 관련된 수송관련(예: 고속도로나 철로) 비상사태에 비상대응 
안내책자(ERG)를 사용합니다. 이 안내책자는 해당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본인 및 일반대중들을 해당 위험요소와 관련된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상세내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책자는 공통 위험요소에 대한 권장대피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각, 청각, 그리고 후각 
위험물질은 우리들 주변에 존재하고 해당 위치나 안내표지판 또는 기타 경고 표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위험물질은 종종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나거나 
보일 수 있지만 독극성 물질이라고 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확인 물질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건물관리인이나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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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6.1: 소규모 화재 진압 
목적: 이번 연습은 화재진압의 두가지 주요분야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1. 소규모화재 진압을 위한 휴대용 소화기 사용,
2. 화재진압을 위한 팀워크 적용,

지침안내: 이번 연습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1. 가능한 비상경로, 바람방향, 그리고 화재가 번지는지 여부 등을 식별합니다.
2. 화재에 접근할 준비가 된 경우 팀원1은 “준비완료”라고 말합니다. 팀원2는 “준비
완료”라고 반복해야 합니다. 팀원1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진입 개시”라고 말해야
합니다. 팀원2는 이 구호를 반복하고 팀원1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팀원1이 닿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3. 팀원 모두 화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팀원1은 화재를 주시하고 팀원2는
팀원1에 근접한 위치에 머물며 팀원1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어야 합니다. 팀원2의
임무는 팀원1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4. 팀원1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접근해야 합니다(예: 팀원이 바람을 등진 상태).
불에서 약 10피트 거리에서 팀원1은 불의 맨 아래 부분을 겨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며 소화기의 분사최적거리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접근해야 합니다.

5. 팀원1은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불의 맨 아래 부분을 좌우로 휩쓸어야 합니다.
6. 팀원1이 화재구역을 빠져 나올 경우, “후퇴”라고 말해야 합니다. 팀원2는 이
구호를 반복해야 합니다. 팀원1이 지속적으로 불을 마주본 상태로 다른
위험요소를 경계하는 동안 팀원2는 손을 사용하여 팀원1을 화재구역 밖으로
리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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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과 요점정리 

이번 과의 요점: 

• 효과적인 화재진압은 아래 사항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 화재발생에 요구되는 요소, 
― 관련된 연료의 종류,  
― 화재 등급, 
― 각종 화재 진압에 요구되며 사용가능한 자원, 
― 화과적인 화재진압 기술, 

•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선 열, 연료 그리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 화재에는 5가지 종류 또는 등급이 있습니다:

― A등급: 보통의 연소성 물질, 
― B등급: 가연성 액체, 
― C등급: 전기 동력 장비, 
― D등급: 가연성 금속, 
― K등급: 상업용 주방 및 식당용 요리 기름. 

• 해당 등급에 적절한 소화기를 사용하기 위해 화재등급을 식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휴대용 소화기는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소화기 표시판은 진압가능한 화재 종류와 진압가능한 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휴대용 소화기 사용시, P.A.S.S.를 명심하세요: Pull(당긴다), Aim(조준한다),
Squeeze(누른다), Sweep(휩쓸어버린다). 핀을 당긴 뒤 항상 소화기를
테스트해보십시오.

• 화재 진압시, CERT 요원에게 설정된 안전규칙을 항시 준수해주십시오.
• NFPA, DOT, UN 그리고 NA 표지판을 포함, 위험물질이 저장 및 수송시 표기되는
몇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는 봉사요원들이 특정지역에서 발견되는 물질들의
종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험물질이나 미확인물질이 관련된 사고를
접할 때, 봉사요원은 물질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전문가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숙제

다음 과정이 시작되기 전:  

다음 과정에서 다룰 과에 대해 읽어보고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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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제 7과: 간단한 수색 및 구출 작전 
이번 과에서는 다음 사항을 배우게 됩니다: 

� 수색 및 구조 평가: 팀이 수행할 수색 및 구조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 

� 실내 및 실외 수색작전 진행: 재해 생존자를 체계적으로 수색하는 방법. 

� 구조작전 진행: 들어올리기, 지렛대 사용하기, 축대쌓기 등 생존자 구출에 대한 
안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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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제 7과 개요 

본과의 목적
이번 과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잠재적 수색 및 구조 상황에 대한 CERT평가 필요조건을 식별하고 적용,
2. 간단한 수색 및 구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기술 시연,
3. 수색 및 구조작전 중 잔해물 제거 및 생존자 구출에 대한 안전한 기술 시연.

본과 개요
수색 및 구조는 세가지 분리된 작전으로 구성됩니다: 

1. 평가는 상황을 헤아리고 안전한 행동 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9단계
평가모델을 사용).

2. 수색은 생존자의 위치를 찾아내고 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구조는 해당 생존자를 구출해내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재해의 전례에 따르면 거의 모든 재해 직후, 갇힌 생존자에 대한 즉각적인 초기대응은 
해당 생존자 구조를 위해 붕괴현장에 달려가는, 즉흥적이며 훈련되지 않은 선의의 
사람에 의해 실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종종 즉흥적인 구조노력은 심각한 부상과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조노력의 계획과 연습을 미리 해야 합니다. 구조요원이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을 경우 구조요원을 비롯한 사람들은 사망하였습니다. 

구조 시도 결정
구조시도에 대한 결정은 아래 세가지 요인에 기초합니다: 

1. 구조요원 및 생존자 모두에 관련된 위험,
2. 최대의 다수를 위한 최대의 행복 실행을 위한 전반적 목표,
3. 사용가능한 자원 및 인력.

수색 및 구조의 목표
수색 및 구조 작전의 목표: 

• 최단시간에 최대의 사람을 구출,
• 걸을 수 있는 부상자 및 보행가능한 생존자를 먼저 구출,
• 경미하게 갇힌 생존자를 다음으로 구출,
• 구조요원 및 생존자들의 안전 유지.

효과적인 수색 및 구조
효과적인 수색 및 구조작전은 다음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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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평가,
• 구조요원의 안전,
• 생존자의 안전

본과에서는 효과적인 수색 및 구조작전(평가, 수색 및 구조)의 구성요소 그리고 
구조요원이 생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출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및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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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수색 및 구조작전 중 안전  

CERT 수색 및 구조 평가 
모든 CERT의 작전과 마찬가지로, 수색 및 구조는 작전 초기 및 작전 수행 중 평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평가 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사실 수집,
• 피해 산정,
• 가능성 고려,
• 본인 상황 평가,
• 우선순위 설정,
• 의사결정,
• 행동계획 진전,
• 행동개시,
• 진전과정 평가.

도표 7.1: CERT 수색 및 구조 평가 점검표 

1 단계: 사실 수집 

시간

특정날이나 주중의 시간대가 수색 및 구조노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예 아니오

건축 형태

무슨 형태(들)의 구조물(들)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무슨 형태(들)의 건축물(들)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무슨 형태(들)의 지형(들)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건물사용

해당 구조물은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용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까(예: 어린이, 노인, 애완동물, 
장애인통행로 및 기능적 필요성이 있는 사람)? 그러할 경우, 
특별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예 아니오

기후

기후조건이 여러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할 경우, 
여러분의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예 아니오

기후 조건이 수색 및 구조상황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할 경우, 
수색 및 구조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받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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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사실 수집 

위험요소

위험 물질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러할 경우,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 아니오

다른 종류의 위험요소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그러할 경우, 다른 
위험요소는 무엇입니까? 예 아니오

2단계: 피해의 산정 및 연락 

구조물 수색을 위해 건물 주위를 돌아봅니다. 피해가 CERT의 
역량을 뛰어넘는 수준입니까? 그러할 경우, 어떠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세부사항이 요구됩니까? 

예 아니오

관련된 사실과 초기 피해산정에 대해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까? 예 아니오

3단계: 가능성 고려 

해당 상황이 안정적입니까? 
예 아니오

개인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재해발생이 일어날 큰
위험이나 잠재력이 있습니까? 그러할 경우, 어떠한 위험요소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단계: 본인 자신의 상황 평가 

구조 및 수색 시도를 위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입니까? 

무슨 장비를 쓸 수 있습니까? 

5 단계: 우선순위 설정 

CERT봉사요원이 수색 및 구조를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색 및 구조 시도를 중단하세요. 예 아니오

지금 어떤 다른 긴급한 필요사항이 있습니까? 그러할 경우, 이를 
열거해주세요. 예 아니오

6단계: 의사결정 

적절한 안전의 한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원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7단계: 행동계획 진전 

인력 및 여타 자원들이 가장 잘 분배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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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행동개시 

해당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세요. 

9단계: 진전상황 평가 

문제점, 안전 위험 및 자원 가용성의 범위에 대한 변동을 식별하기 위해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세요. 

1단계: 사실 수집 
해당 상황의 관련 사실들이 수색 및 구조 노력에 대한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수집시, CERT 봉사요원은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작업 시간 및 요일.
― 야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있으므로 수색 및 구조에 대한 최대 
필요성은 주거시설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낮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있으므로 최대 필요성이 상업용 건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거하는 위치 및 낮의 길이또한 수색 및 구조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건축 형태 및 지형.
― 특정 건축 형태는 피해에 보다 취약하며 지형의 형태는 수색을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할 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 건물사용.
― 구조물의 설계목적은 가능한 생존자의 숫자 및 이들의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 기후.
― 심각한 기후조건은 생존자와 구조요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구조노력에
지장을 초래합니다.심각한 기후조건을 알리는 기상예보를 수색 및 구조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 중 제한을 주는 요소로 고려합니다. 

• 위험요소.
― 일반 지역이나 해당 지역에 근접한 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타 
위험요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수색 및 구조 노력에 있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가스의 위치를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해 신경쓰는 것은 인명 손실에 있어 큰 영향을 줍니다. 

연습 7.1: 사실 수집 
목적: 이번 연습은 CERT 수색 및 평가팀이 평가 도중 수집해야 할 사실들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해줄 것입니다.  

지침안내: 

• 배포한 시나리오 자료를 참조하세요.
• 아래 질문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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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나리오는 피해지역의 가능밀집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 이 시나리오는 봉사요원들이 반드시 수집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 이러한 사실이 구조 및 수색 작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어떠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이 가능합니까?  
― 수색 및 구조요원이 봉착할 수 있는 제약사항이 있다면 이는 무엇입니까? 
― 봉사요원이 주어진 CERT임무내에서 이러한 제약사항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시나리오 

8월9일 화요일 오후 2시30분, 한랭전선이 여러분의 마을을 훑고 지나갔습니다.전선 
양쪽의 다른 대기압으로 인해, 시간당 70마일 이상의 일직선 바람을 일으키는 "돌풍" 
전선이 이 한랭전선을 선행하였습니다. 돌풍 전선에 이어 계속되는 강풍과 극심한 
호우가 뒤따릅니다. 마을은 정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CERT프로그램의 표준운용절차(SOP)에 따라 임무를 개시합니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집결구역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은 쓰러진 나무와 전깃줄을 포함한 
중대한 피해사항을 목격합니다. 많은 길들이 폐쇄되어, 해당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선 먼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결구역으로 계속 가는 동안 인근 상가의 지붕이 상당부분 
날아가 버리고 해당 건물의 서쪽 외부벽이 붕괴된 것을 목격합니다. 

집결구역에 도착 후, 여러분은 수송담당 팀 지휘요원에게 도착사실을 알리고, 수색 및 
구조2팀의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비록CERT 봉사요원들은 붕괴되었던 상가 구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수색 및 구조2팀은 해당 구역에 생존자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붕괴지역 근처에서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 피해 산정 및 연락 
실내 수색 및 실외 수색에 있어 피해산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건물의 
상태가 의심스러울 경우, CERT 봉사요원은 항상 보다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의 피해가 보통인지 심각한지 여부에 확신이 없을 경우, CERT 
봉사요원은 심각한 피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CERT의 임무는 구조적 피해의 규모에 
따라 변경됩니다. 

CERT 임무 및 피해 종류 

실내수색을 위한 CERT 임무는 피해가 경미, 보통, 또는 심각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
CERT 임무는 생존자 위치확인; 평가; 기도, 주요 출혈, 저체온 치료; 계속 평가; 
기록입니다. 

경미한 피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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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적 피해,
• 부숴진 유리창,
• 벽겉면에 표면상 균열 또는 파손, 예를 들어 석고물의 추락 또는 균열,
• 실내 내용물의 소규모 피해.

피해가 보통일 경우
CERT 임무는 생존자 위치확인; 평가; 기도, 주요 출혈, 저체온 치료; 대피; 다른 사람에게 
경고; 구조물내부 구조원의 숫자와 이들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평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보통 피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뚜렷한 피해의 징후,
• 장식용 구조물의 훼손 또는 추락,
• 벽 겉면에 많은 뚜렷한 균열과 파손,
• 실내 내용물의 주요 피해,
• 건물 기반위 계속 유지.

피해가 심각할 경우
CERT 임무는 해당 건물 주위를 확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건물 출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피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부분적 또는 전면적 붕괴,
• 건물이 경사짐,
• 뚜렷한 구조적 불안정성,
• 건물의 기반 이탈,
• 심한 연기나 화재,
• 건물내부 가스 누출/위험물질,
• 수면의 상승 또는 이동.

CERT 봉사요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건물에 들어가선 안됩니다. 

피해 산정 

건물이나 구조물 피해 산정을 위해 건물의 모든 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빌딩 
전면의 “둘러보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산정에 있어, CERT 요원은 건축 형태 및 연령에 기초하여 대강의 피해 등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시각적 산정외에도, 구조요원은 피해구조물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삐걱거리거나 “신음하는” 소리를 내면, 이는 불안정함을 나타내므로 봉사요원은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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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대한 연락 

ABCD표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조물의 내부나 주위의 다른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데, A는 
건물의 전면, B, C 그리고 D는 A면을 시작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건물의 나머지 
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계를 사용하여 봉사요원은 구조물 내부지역을 사분면으로 분할하여 연락에
용이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구조물의 A 및 B면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위험요소나 
생존자는 A/B의 사분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본인이 발견한 사항을 CERT 지휘소나 대응기관에 반드시 연락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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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2: 건축형태에 따른 가능 지진피해의 심각성 및 유형 

건축형태 설명 가능 피해 지역 심각성

1가구 거주지 

• 목조 구조 • 돌벽 굴뚝
• 유틸리티

조명

• 1933년 이전 • 기반 이동
• 유틸리티

• 현관

보통

• 언덕 • 특별한 위험요소
• 지반 장애

심각함

다가구 거주지 • 상하층 또한/혹은 좌우로
연결되는 거주 단지

• 부드러운 일층
바닥

• 유틸리티

보통

강화되지 않은
벽돌

• 1933년 이전 건축
• 석회나 모래 회반죽
• “킹 로우(벽돌의 길이로
쌓는 법)” 혹은

• “솔져 로우(벽돌을 높이로
쌓는 법)” (벽돌은 매 5-
7줄에서 끝남)

• 강화 받침
• 곡면형 창문 및 문
• 리세스드(벽 안으로 들어간)
창문 및 문

• 벽 붕괴, 이어
지붕도 붕괴

심각함

경사짐 • 대형 창고 및 공장
• 들어올려져 고정된
콘트리트 판

• 약6-8로 설정된 벽
• 가벼운 지붕 건축

• 지붕 붕괴, 이어
벽도 붕괴

심각함 

고층 • 강화 강철
• 부숴진 유리
• 내용물 이동
• 외부 트림 및 처마

조명

3단계: 가능성 고려 
여러분은 위험 상황에 근접하여 일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 같은 일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질문해보아야 합니다: 

• 상황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 아무리 겉으로는 경미 또는 보통 수준의 훼손만 있어 보이는 구조물이라도 
내부의 비구조적 손상이나 불안정성이 구조팀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CERT 봉사요원은 피해구조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건물 내부에 잔디용 화학물, 페인트 
또는 기타 잠재적 위험물질들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저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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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CERT 봉사요원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해당 답변은 구조에 임하는 
방법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CERT 봉사요원이 고려해야 할 이차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 잠시 주변을 둘러 보고 해당 지역 외부상황을 평가해보세요. 기후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바람의 변화가 있습니까? 대응노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폭풍우가 다가오는 중입니까? 군중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까?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멀리서 초기대응요원들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까? 

• 이외 어떤 것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 평가 1, 2단계에서 수집된 정보에 따라, CERT 봉사요원들은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추가 위험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만약에?”라는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수색 중 정전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만약 안정적으로 보였던 벽이 움직이거나 붕괴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피의 법칙”을 해당 상황에 적용함으로서 CERT 
봉사요원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모든 것들이 수색 및 구조에 있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ERT 요원은 이들이 식별한 가능성과 연관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위치확인 요원은 붕괴 가능성을 나타내는 움직임을 찾아보고 구조팀에게
경고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수색개시 전 비구조적 위험요소를 
안정화시키는데 필요한 개선조치가 요구됩니까? CERT 수색 및 구조팀은 
자신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4단계: 본인의 상황을 평가 
평가란 수색 및 구조작전을 시작할지 혹은 주어진 상황이 시작하기에 안전하지 않은지의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각 단계가 전 단계에 의해 좌우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1단계부터 3단계에 이르기까지 배운 
모든 과정을 동원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계속 진행해 나가기에 주어진 상황이 충분히 안전한지,
• 만약 계속한다면 구조요원이 직면할 위험은 어떤것인지,
• 봉사요원이 작전을 안전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용가능한 자원은
무엇인지,

인력, 도구 및 장비를 포함하여 자원을 평가하는 것은 수색 및 구조 작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 자원 

구조 및 수색 자원에는 인력, 장비 및 도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원 종류의 가용성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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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3: 구조 및 수색 자원 계획수립 질문사항 

자원 계획수립 질문사항

인력

• 몇명의 훈련된 CERT 봉사요원이 이 작전에 투입 가능합니까?
• 이 지역에서 누가 거주 및/혹은 일을 합니까?
• 이들이 가장 투입 가능한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이들은 구조 및 수색 작전에 유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취미를 갖고 있습니까? 

• 이들의 노력을 동원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 모든 팀요원들이 다른 요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비

• 구조 및 수색에 유용할 수도 있는 어떤 장비가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까?

• 이 장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봉사요원들은 이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 어떠한 구조물 (혹은 구조물의 형태)에 이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까?

Tools 
• 재해 잔해들을 들어올리고, 이동하거나 혹은 절단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쓸 수 있습니까?

• 의사소통을 도와줄 어떤 도구를 쓸 수 있습니까?

5단계: 우선순위 설정 
상황을 평가하고 CERT 봉사요원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염두에 둔 뒤, 
다음에 결정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엇을 해내야 하는지,
• 어떠한 순서로 할 것인지,

CERT 봉사요원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 순위이며 그 다음에 다른 우선순위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봉사요원은 팀이 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알려진 위험요소들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임무를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전에 접근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아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CERT 봉사요원의 안전,
• 생존자 및 다른 사람의 생명 안전,
• 환경보호,
• 재산보호.

여러분의 목표를 기억하세요: 최단 시간에 최대 인명을 구조해야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실행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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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Make Decisions 
평가의 본 단계에서는 적절한 안전의 한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최대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5단계에서 설정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여러분은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7단계: 행동계획 진전 
7단계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함께 합하는 곳입니다. 
7단계에서는, CERT 팀 지휘요원(TL)이 최고 우선순위의 임무를 고려하여 어떻게 팀이 
구체적으로 작전을 수행할지 결정합니다.    

행동계획을 적어야할 필요는 없지만 수색 및 구조 작전이 요구될 경우 상황은 충분히
복잡해질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계획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계획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작전이 설정된 우선순위와 결정에 초점을 두도록 도와야 합니다.
• 대응기관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전달할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CERT의 전반적 작전 기록의 일부가 될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계획을 진전시키는 동안 기록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발생함에 따라 최초 계획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봉사요원은 이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8단계: 행동개시 
이단계는 7단계에서 진전된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볼 것입니다.

9단계: 과정 평가 
9단계인 과정평가는 계획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지속되는 과정임을 염두에 두고 9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에 
피드백되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행동계획을 업데이트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구체적 안전 고려사항
구조적 피해의 심각성 정도를 불문하고, 구조요원의 안전은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구조요원의 사망 원인은 방향상실과 이차적 붕괴 사고입니다.    

모든 수색 및 구조 작전에서 아래의 안내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동료체제를 활용해주세요.
― 성공적인 수색 및 구조는 팀워크에 달려 있습니다.  

• 위험요소(예: 전기줄, 천연가스 누출, 위험물질, 날카로운 물체)에 경각심을
가져주세요.

― 수면이 상승하는 지역에서 수색을 시도하면 절대 안됩니다. 
• 안전장비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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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과 헬멧을 착용하는 것은 구조요원의 손과 머리를 보호해줍니다. 
무릎보호대, 작업복, 신발창이 두꺼운 장화등의 착용은 많은 자연재해 직후 
바닥에서 발견되는 유리나 기타 날카로운 물체들로부터 구조요원을
보호해줄것입니다. 구조물 붕괴 작업 후 구조요원에게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먼지를 호흡하는 것이므로, 먼지 마스크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먼지 마스크는 모든 해로운 물질들을 걸러내 주지는 못합니다. 봉사요원이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물질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면, 이들은 모두 바람 
반대방향으로 대피한 후 전문대응요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교대가 가능한 예비팀을 보유하여 피로를 예방하고, 한 팀에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도록 합니다. 팀들은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섭취해주어야 합니다.

연습 7.2: 수색 및 구조 평가 
목적: 이번 연습은 상호교류 활동으로 계획수립과 수색 및 구조의 평가와 관련된 
사고과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자유로운 토론은 건물구조, 위험물질 그리고 필요한 모든 안전예방책들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이웃이나 직장환경의 평가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침안내: 

1. 4-5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형성합니다.
2. 강사가 나누어 주는 시나리오를 읽습니다.
3. 서기를 지정하고 주어진 재해 및 구체적 건물에 관해 아래 질문에 답변합니다:

― 수집되어야 할 관련 사실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고와 건물의 건축에 근거하여, 피해와 관련해 어떠한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 수색 및 구조와 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중 어떠한 것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 어떠한 구체적 안전 고려사항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4. 본 수업에서 그룹의 답변을 발표할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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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실내 및 실외 수색 작전 진행 

CERT가 수색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경우, CERT 봉사요원은 CERT TL에 의해 
부여받은 구역을 조사합니다. 수색작전에는 두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 평가를 기준으로한 수색기술을 사용하고,
• 생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활용하면 수색작전은 보다 효율적이며, 철저하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추후 다른 구조작전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과정들은 서로 연관이 있지만, 이번 
섹션에서는 한 번에 하나 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수색작전은 가장 
보편적이므로 먼저 다룰 것이며, 실외 수색작전은 이번 과에서 추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구조물내 잠재적 생존자의 위치확인
구조물내 잠재적 생존자의 위치를 확인함에 있어 첫번째 단계는 피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건물 실내에 대한 평가 과정을 통해 우선순위와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보호공간이나 빈 공간이 있을만한 구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조적 빈 공간 

빈 공간은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 팬케이크형 빈 공간
• 기울어져 있는 빈 공간
• “V”형 빈 공간

생존자는 구조적 빈 공간 안에 갇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 빈 공간에서 생존자의 
신호를 들을 경우, TL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문구조요원에게의 안내를 위한 적절한 
표시를 해둬야 하지만 본인 자신이 구조를 시도하면 안됩니다. 적절한 장비없이 구조적 
빈 공간에서 구조를 시도하는 것은 완전 붕괴를 야기할 수 있어 갇혀있는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CERT 봉사요원이 붕괴된 바닥이나 벽을 보게 된다면 현장을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독립적 빈 공간 

독립적 빈 공간은 생존자가 보호받기 위해 기어들어 갔을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 빈 
공간의 예로는 욕조 및 책상 아래의 공간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캐비닛과 같은 작은 
공간을 대피처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공간이 존재할만한 구역들을 확인한 후, CERT 봉사요원은 다음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잠재적 생존자의 수를 결정,
• 가장 보호공간이 있을만한 구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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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는 평가과정을 통해 알 수도 있으나, CERT 봉사요원은 특정 정보를 
주변사람들이나 해당 건물에 익숙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CERT 봉사요원은 이러한 개인들과 대화할 때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빌딩에서 거주하고 (혹은 일하고) 있습니까?
• 지금 이시간에 이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 이 건물의 배치는 어떠합니까?
• 무엇을 보거나 들은 것이 있습니까?
•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 이 건물의 정상적인 출구로는 어떤 것입니까?

해당 사고가 주변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수를 
과장할 수도 있고 사고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의 
우선순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합시다. 

수색 방법
효과적인 수색 방법은: 

• 구조요원의 위치를 나타내고,
• 생존자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찾아낼 수 있으며,
• 이중으로 노력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수색 표시 

경험이 풍부한 수색 및 구조요원은 아래 체계를 활용합니다. CERT도 동일한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수색 및 해당 구조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동료 
CERT 봉사요원 및 다른 대응요원의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습니다.  

수색구역에 진입한 후 본인이 진입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문 옆에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문 자체나 문이 열고 닫힐 때 겹치는 벽에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한 줄을 긋고 
해당 기관이나 단체 ID를 “9시 방향” 위치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날짜 및 “진입 시간”을 
“12시 방향” 위치에 기록합니다. 

수색구역을 빠져나온 뒤, 또 다른 한 줄을 그어 “X”를 만듭니다 (해당기관이나 단체 ID는 
왼쪽 사분면에 있을 것입니다). 수색구역 “퇴출 시각”을 상단 사분면에 표시합니다. 

• 오른쪽 사분면: 수색이 끝난 구조물의 구역 및 위험요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입합니다.

• 하단 사분면: 수색구역에서 찾은 생존자들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L”은
생존을  “D”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구조물이나 건물 전면의 수색표시에는
생존자의 총 숫자를, 구조물이나 건물 내부의 수색표시에는 각각의 수색구역
생존자의 총 숫자를 나타내주어야 합니다. 생존자가 구조된 곳을 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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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방법 

• 동료체제를 활용합니다.
― 내부수색 진행시 항상 최소한 다른 한 명의 CERT 봉사요원과 손이 닿는 
거리내에 머무릅니다. 이는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경우 도울 수 있고 위험이 
닥칠 경우 서로를 밀거나 끌어당길 수 있게하기 위함입니다. 

• 모든 공간이나 방에 진입시 생존자를 크게 부르십시오.
― “제 목소리가 들리면 이리로 나오세요.”등과 같이 외쳐보십시오. 생존자가 
나올 때 이들이 알 수도 있는 건물에 대한 또는 갇혀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물어본 뒤, 해당 건물의 상태에 따라 이들에게 “여기 
계세요” 혹은 “바깥에서 기다리세요” 등과 같은 추가적인 지침을 줍니다.  

이들이 비록 여러분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하더라도 충격을 받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생존자에게 지침을 줄 때 CERT 봉사요원은 생존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짧은 말로 말하며 지침은 간단하게 주도록 합니다.   

체계적인 수색 패턴을 활용합니다. 해당 건물 모든 구역의 수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체계적인 수색 패턴의 예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아래서 위로/위에서 아래로,
• 우측 벽/좌측 벽,

모든 실내공간은 바닥과 천장을 비롯하여 6개의 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구조요원은 모든 6면을 검토하여 천장에 걸려있을 수도 있는 붙박이구조물 등과 같은 
위험요소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소리를 듣기 위해 자주 멈춰줍니다: 두드리거나, 이동하는 소리나, 목소리가
나는지 들어봅니다.

• 삼각대형: 잠재적 생존자의 위치가 불명확할 경우 삼각대형 사용을 고려합니다.
접근이 가능한 한도에서, 생존자의 소리가 나는 구역을 중심으로 구조요원 세명이
3각대형을 형성한 뒤 해당 구역에 손전등을 비춰줍니다. 여러 방향에서 나오는
손전등 빛은 생존자를 가리고 있을 수 있는 그림자들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삼각대형은 초기 수색방법으로 사용되어선 안됩니다.

• 결과 보고: 구출된 생존자 및 계속 갇혀있는 생존자나 사망자 모두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합니다. 비상업무요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이들에게 해당 정보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실외 수색
구조물 실내를 수색하는 것 외에도 CERT 봉사요원은 건물외부의 개방된 지역을 수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개방지역의 수색을 위해서는 구조요원이 규칙적으로 작업하고 수색작전을
담당하는 이들이 정해놓은 표준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특히 해당 지역이 범죄현장일 경우 모든 잠재적인 증거물들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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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요원이 필요한 경우 그들은 중앙집결구역으로 집합하여 도착을 알려야 합니다. 
관계기관은 수색요원들에게 무엇을 찾을 것인지, 어느 구역 수색을 담당할 것인지, 
수색의 패턴, 그리고 실종된 사람,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발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외부 수색 패턴으로는 격자형, 일자형, 사분면 혹은 구역, 그리고 나선형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격자형 패턴은 대규모 개방 구역이나 소규모 구역에서 엎드려 
손으로 수색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격자형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색 패턴 종류입니다. 격자형 수색시 아래 안내지침을 
염두에 두십시오.   

• 수색구역을 하나의 격자판으로 보고 처음부터 수색요원들이 격자패턴의 한 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수색요원간의 간격은 시야와 재해잔존물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색요원들은 양쪽에 있는 요원들과 서로 시야 및 목소리가 접촉하는 선상 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 각 수색요원에게 부여된 구역은 양쪽에 있는 요원들의 구역과 겹쳐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수색요원들은 가능한 한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전 수색구역에 걸쳐 수색을
진행합니다. 각 수색요원이 해당 구역을 수색할 시, 각자 부여받은 격자의 열
내에서 철저한 생존자 수색을 진행합니다.

• 모든 구역의 수색을 보장하기 위해 CERT는 수색한 각 구역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격자형 수색은 특히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발생 후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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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구조작전 수행 

구조에는 3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1. 물체 및 잔해물을 이동하여 안전한 구조환경 및 생존자 구출을 도모,
2. 생존자를 평가하여 기도폐색, 심각한 출혈, 그리고 저체온 등과 같은 생명에
위태로운 상태를 확인,

3. 생존자를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출.

안전환경 조성
모든 구조작전에는 3가지 안전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구조요원의 안전 유지,
2. 경미하거나 보통의 피해를 입은 건물의 생존자 평가,
3. 보통의 피해를 입은 건물로부터 신속하게, 가능한 한 추가 부상을 최소화하면서
생존자를 대피시킵니다.

CERT는 구조 시도 전 가능한 최고의 안전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달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요원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특정 예방책들이 있습니다.   

위험 최소화 예방책
구조요원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구조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특정 예방책이 있습니다.   

• 본인의 한계를 알기:  많은 봉사요원들이 본인 자신들의 신체 및 정신적 한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로 구조작전 중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CERT수색요원들은 음료를 마시고, 먹고,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해야만 맑은
정신과 기운을 회복하여 일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절차 준수: CERT봉사요원은 아래와 같이 항상 주어진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장비를 사용하고 세워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짝을 이루어 작업합니다. 
― 경미한 피해를 입은 건물에서만 평가를 수행하고 처치합니다. 
― 보통의 피해를 입은 건물에서는 평가만 수행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생존자를 구출합니다.   

― 불안정한 구조물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습니다. 
― 들어올릴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똑바로 세우며, 다리로 밀어 
올리면서 들어 올립니다. 

― 본인의 몸에 밀착하다시피 하여 운반물을 나릅니다. 
― 적정량 이상을 들어 올리거나 나르지 않습니다. 

• 잔해물 제거: 구조요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갇힌 생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잔해물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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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들어 올리기 위한 적절한 자세 

등을 꼿꼿이 세우고 무릎으로 올리는 것을 보여주는 들어 올리기 위한 적절한 자세. 

지렛대 사용 및 축대쌓기
생존자를 꺼내기 위해 잔해물을 이동해야 될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ERT 수색요원은 구조가 종료될 때까지 잔해물을 이동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지렛대 사용 및 축대쌓기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지렛대 사용은 이동해야 하는 물체 밑에 버팀대 역할을 하는 고정된 물체를 집어
넣고 그 사이에 지렛대를 밀어 넣어서 완수할 수 있습니다. 지렛대가 버팀대 위로
집어 넣어질 때, 반대쪽에 있는 지렛대의 끝부분이 해당 물체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 축대는 물체를 지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나무 형틀입니다.
― 상자형 축대쌓기는 안정적인 직사각형 형태를 만들기 위해  목재조각들을 
짝지어 서로 엇갈리게 조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음의 절차를 위해 다양한 재료로 축대쌓기를 할 수 있으며 타이어나 
구조물의 잔해물 등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즉흥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무엇을 사용하건 모양을 기능보다 우선시하면 안됩니다. 

봉사요원은 해당 물체를 들어올리고 들려진 가장자리 밑으로 축대재료를 집어넣어
고정시키는 방식을 번갈아 사용해가며 지렛대사용 및 축대쌓기를 함께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전은 제1의 우선순위입니다: “1인치 들어올리고, 1인치 축대쌓기.” 지렛대사용 및 
축대쌓기는 안정성, 안전성, 효율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군데 이상(예: 전면 및 후면)에 지렛대사용 및 축대쌓기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렛대 및 축대를 반대쪽에서 동시에 사용하게되면 
잔해물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절대로 시도하면 안됩니다. 양쪽 끝에 
지렛대사용이 필요한 경우, 한쪽 끝부분을 먼저 들어올리고 축대를 넣은 뒤 동일한 
절차를 다른 쪽 끝부분에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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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렛대와 버팀대의 자리를 잘 잡는 것은 지렛대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핵심적입니다. 
버팀대와 쇠지렛대는 올려지는 물체의 모서리에 반드시 수직(90도)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거운 물체에 너무 예리한 각도를 사용해 지렛대를 시도하게 되면 비효율적이며
허리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상자형 축대쌓기는 안정적이지만, 비교적 동일한 규격의 축대 재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재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무거운 물체를 지지하고 안정시키는데 
“비상자형” 축대쌓기도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충분하게 들어올렸을 경우, 생존자를 구출하고 지렛대사용 및 축대쌓기 절차를 반대로 
진행하여 해당 물체를 내려주도록 합니다. 해당 사고에 의해 구조물이나 건물이 
명백하게 손상되지 않은 한 불안전한 상태를 그대로 두고 떠나서는 안됩니다.    

생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잔해물을 제거해야만 할 경우, 인간 사슬을 형성하여 
잔해물을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에게로 전달해야 합니다. 인간사슬을 만들 때는 
구조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서 형성을 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PPE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구조작전시 PPE에 
무릎보호대를 추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렛대사용 및 축대쌓기 단계 

1단계: 현장의 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실 수집, 위험요소 식별 및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2단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어떻게 어디를 들어올리고 축대를 적용할지 정하며 잔해물 
아래에 있는 생존자를 어떻게 구출할지 결정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계획을 작성합니다.    

3단계: 들어올리기/축대쌓기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수집합니다: 지렛대, 버팀대, 
축대쌓기 조각, 스페이서/쐐기 등. 실제 비상사태시에는 창의적인 재료로 대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해당 물체를 들어올리기 전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축대쌓기 재료를 사용합니다.  

5단계: 지렛대작업 중 필요할 경우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축대쌓기 재료를 배분합니다.  

6단계: 해당 물체를 들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정해진 위치에서 지렛대와 버팀대를 
조립합니다.   

7단계: 감시자를 선정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생존자를 구출할 준비를 합니다. 

8단계: 지렛대와 버팀대의 기계적 이점을 활용하여 들어올리기를 시도합니다. 

9단계: 해당 물체가 올라옴에 따라 적절하게 한 번에 한 줄씩 축대를 쌓아줍니다. 

10단계: 해당 물체가 적절하게 지지되면, 지렛대와 버팀대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생존자를 구출해 내도록 하십시오.    

11단계: 해당 사고에 의해 구조물이나 건물이 명백하게 손상되지 않은 한(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대피해야 하며), 다시 들어올리기를 시작하고 축대쌓기 절차를 반대로 
진행하여 축대 재료를 제거해줍니다. 



CERT 제 7과: 간단한 수색 및 구조작전 참가자 교본

2019 년 8 월 페이지 7-21 

12단계: 해당 물체를 점차적으로 바닥에 내려줍니다. 즉시 대피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거운 물체는 항상 안정된 위치로 되돌려줍니다.    

13단계: 현장을 떠나기 전, 다음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렛대/축대 쌓기 재료를 
모아두는 것을 명심합니다.    

그림 7.2: 지렛대사용 및 축대쌓기 

지렛대사용/축대쌓기 작업 팀 조직 

지렛대사용 및 축대쌓기 작업을 위한 아래의 팀 조직도는 붕괴된 벽 밑 생존자와 CERT 
봉사요원들이 각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 그룹 지휘요원: 구조요원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전체 작업을 내다볼 수 있는
붕괴 전면에 위치,

• 지렛대 요원: 버팀대와 지렛대를 벽 밑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붕괴된 벽의 전면
가장자리에 위치,

• 축대 요원들: 벽이 지렛대로 올려질 때 사이에 축대를 쌓을 수 있도록 붕괴된 벽의
양쪽 옆자리에 위치,

• 의료처치/생존자 구출 요원: 생존자의 머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축대요원 옆에
위치.

그림 7.3: 상자형 축대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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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형 축대쌓기 단계: 

1단계: 목재 두 개를 붕괴물의 양쪽에 서로 병렬이 되게 위치시킵니다.    

2단계: 목재 두 개를 토대가 되는 조각을 가로질러 수직으로 둡니다.   

3, 4단계: 아래에 있는 층에 각각 수직으로 목재를 한겹씩 더 추가하여 올립니다.  

생존자를 구출해내는 방법
생존자를 구출해내는 기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직접 탈출하거나 도움을 받기,
• 들어올리고 끌어내기.

통상 보행가능한 생존자는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행가능한 
생존자들은 이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만큼 항상 강하거나 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생존자가 구출된 후 해당 구조물에서 나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출 방법 

구출방법의 종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현장 환경의 전반적인 안정성,
• 투입가능한 구조요원 수,
• 구조요원의 힘과 능력,
• 생존자의 상태.

생존자가 폐쇄뇌손상이나 척추부상으로 추정되면, 안전과 시간이 허용될 경우, 
들어올리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생존자를 끄집어 내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백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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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척추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문, 책상 등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즉석에서 
백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보드는 해당 환자를 나를 수 있어야 하며 들어올릴 때 
적절한 기술을 사용할 것을 명심합니다.   

생존자를 이동시킬 때, 구조요원은 팀워크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 생존자의 척추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구조요원의 안전과 해당 건물의 상태가 접근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한 사람이 안아서 이송 

구조요원이 신체적으로 강하고 생존자가 작을 경우, 구조요원은 팔로 안아 이송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생존자를 들어올려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생존자의 등과 무릎 밑을 감싸안고,
• 구조요원은 등을 똑바로 세우고 다리로 밀어 올리면서 생존자를 들어올립니다.
이러한 이송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생존자의 크기 및 이동해야 할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림 7.4: 한 사람이 안아서 이송 

구조요원이 생존자의 등과 무릎 밑을 감싸안고 팔로 이송하는 방법. 

등에 업고 이송하는 방법 

한 명의 구조요원이 생존자를 안전하게 들어올리기 위한 다른 방법은 등에 업고
후송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구조요원이 선 채로 등을 생존자에게 향합니다. 

2단계: 생존자의 양팔을 구조요원의 어깨 위로 올리고 양손을 구조요원의 가슴 앞으로 
붙잡습니다. 

3단계: 생존자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질 때까지 전방으로 약간 숙이면서 생존자를 위로 
끌어 올립니다.   

*참조: 등에 매달고 이송하는 방법은 생존자를 짧은 거리에서 신속하게 구출해 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림 7.5: 등에 업고 이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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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요원이 생존자의 양팔을 어깨 위에 올리고 가슴 위로 생존자의 양손목을 붙잡은 뒤 앞으로 약간
숙이면서 생존자를 위로 끌어 올려 등에 업고 이송하는 방법. 

두 명이서 안고 이송하는 방법 

다수의 구조요원이 투입 가능할 경우 생존자 구출은 보다 쉬워집니다. 생존자의 상체는 
하체보다 더 무거우므로, 강한 힘을 가진 구조요원들을 생존자의 상체에 위치시킵니다. 
협력중인 구조요원 두 명은 두 명이서 안고 이송하는 방법을 통해 생존자 한 명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구조요원1: 생존자의 머리에 쪼그리고 앉아 생존자의 뒤에서 중심부를 껴안습니다.  
생존자의 양 팔 밑으로 팔을 넣어 오른손으로 생존자의 왼손목을, 왼손으로는 
오른손목을 붙잡습니다. 양 손목을 교차하면 생존자를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고, 
생존자의 양 팔과 양 팔꿈치를 생존자의 몸에 밀착시켜 당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생존자를 좁은 길목을 통해 이송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조요원2: 생존자의 무릎 사이에 쪼그려 앉아 생존자를 향하거나 반대방향으로 
향합니다. 참고로 만약 구조요원들이 계단과 같이 평평하지 않은 구역을 통해 생존자를 
이송할 경우, 구조요원들은 서로 마주보아야 합니다. 생존자의 양 다리 바깥쪽을 
무릎에서 붙잡습니다.     

두 명의 구조요원: 동시에 일어서는 자세를 취하고 등을 꼿꼿이 펴 다리로 밀어 올립니다. 

생존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림 7.6: 두 명이서 안고 이송하는 방법 



CERT 제 7과: 간단한 수색 및 구조작전 참가자 교본

2019 년 8 월 페이지 7-25 

구조요원1이 생존자의 머리 앞에 쪼그려 앉아 생존자의 중심부를 뒤에서 껴안아 두 명이서 안고 이송하는 
방법. 구조요원 1은 오른손을 사용하여 생존자의 왼손목을, 왼손으로는 오른손목을 붙잡습니다. 구조요원 
2는 생존자의 무릎 사이에 쪼그려 앉아 생존자의 양 무릎 바깥쪽을 붙잡습니다. 두 명의 구조요원은 그대로 
일어나 섭니다. * 

의자 이송 방법 

두 명의 구조요원은 생존자를 의자에 앉혀 구출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요원1: 생존자의 양 팔을 생존자의 무릎 위에 교차하여 올립니다. 의자의 뒷면을 
향하고 의자 뒷면을 똑바로세워 붙잡습니다.   

구조요원2: 의자 전면의 두 다리를 붙잡습니다.  

두 명의 구조요원: 의자를 뒤로 기울이고 동시에 들어올려서 걸어나갑니다.   

이러한 이송 방법은 견고하고 회전하지 않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조: 구조요원들이 계단과 같이 평평하지 않은 지면으로 생존자를 이송해야 할 경우,
구조요원들은 서로 마주보아야 합니다.

그림 7.7: 의자 이송 방법 

생존자를 견고하고 회전하지 않는 의자에 앉히고 의자를 뒤쪽으로 기울여 구조요원들이 생존자를 들어올려
이송하는 방법. 이러한 이송 방법은 두 명의 구조요원을 필요로 합니다. 가능하면 생존자를 의자에 고정시켜 
앉힙니다. * 

담요 이송 방법 

다른 방법으로 구출해낼 수 없는 생존자를 대상으로 담요를 사용합니다. 담요 이송은 
생존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4명에서 6명의 구조요원이 필요하며 그 중 한 명은 
인솔자가 되어야 합니다.     

1단계: 담요를 생존자 옆에 위치하되 담요가 생존자의 머리 밑으로 당겨져야 합니다.  

2단계: 담요를 생존자 밑으로 집어 넣고 생존자를 도와 담요 중앙으로 옮깁니다. 필요한 
경우, 통나무 굴리기 기술을 사용하여 생존자를 담요 위로 안착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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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3명의 구조요원이 각 면에 쪼그려 앉아, 담요의 가장자리를 생존자를 향해 둘둘 
말아 돌려 “손잡이”를 만들어 잡습니다. 인솔자는 팀에게 균등하게 무게 배분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들어올리는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4단계: 인솔자는 “셋을 세면 들어올립니다: 하나, 둘, 셋, 올려.”라고 외칩니다. 

5단계: 팀은 다같이 들어올리고 일어서서(생존자를 수평으로 유지하며) 생존자의 다리가 
먼저 가도록 이송합니다.    

*참조: 구조요원이 생존자를 계단과 같이 평평하지 않은 지면을 통해 이송할 경우,
구조요원들은 서로 마주보아야 합니다.

팀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생존자를 동시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1단계: 인솔자는 “셋을 세면 내려놓습니다: 하나, 둘, 셋, 내려.”라고 외칩니다.  

2단계: 팀은 다같이 생존자를 내려놓고, 생존자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의합니다.  

담요, 카페트 그리고 접히는 탁자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즉석에서 들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나무 굴리기 

구조요원들은 경부척추부상으로 추정되거나 확정된 생존자를 움직이기 위해 “통나무 
굴리기”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생존자가 무의식 상태일 경우, 생존자는 
경부척추부상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생존자의 머리부분에 위치한 구조요원은 동료 
구조요원들이 하나가 되어 생존자를 담요, 백보드 또는 다른 지지대 위로 굴리는 동안 
지시사항을 주어야 합니다.    

끌기/담요끌기 이송 방법 

구조요원이 생존자를 이송할 수 없는 경우, 생존자의 발이나 어깨를 붙잡아 위험요소를 
피해가며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담요를 구할 수 있을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담요끌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1단계: 생존자를 담요에 둘러 쌉니다. 

2단계: 쪼그려 앉아 담요의 가장자리 하나를 붙잡습니다. 3단계: 생존자를 바닥을 
가로질러 끌어냅니다.     

그림 7.8: 올바른 끌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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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요원이 생존자의 두 발이나 두 어깨를 붙잡고 위험요소를 피해 끌어내는 올바른 끌기 기술.  

그림 7.9 - 담요 끌기 

담요 끌기는 구조요원이 생존자의 머리 옆에 쪼그려 앉아 생존자를 담요에 둘러 싸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조요원은 생존자의 머리 뒤 담요를 붙잡고 위험요소를 피하며 생존자를 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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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 생존자 이송 
목적: 이번 연습은 생존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고안된 여러가지 끌기 및 이송 방법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침안내: 

1. 7명을 한 조로 하는 팀을 구성합니다.
2. 한 팀의 팀원들은 다른 팀원이 학급에서 시연한 끌기 및 이송 방법을 활용해
이동시킬 “생존자들”로 자원합니다.

3. 필요할 경우 끌기 및 이송 방법을 수행할 의자나 다른 물건들을 사용합니다.
4. “생존자”와  “구조요원” 역할을 서로 교체하여 팀의 모든 사람들이 끌기 및 이송
방법을 연습할 기회를 가지도록 합니다.

5. 본인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 것을 명심합시다! 본인이나 생존자가 안전하지 못한
들기나 이송 시도를 하면 안됩니다.

연습 7.4: 생존자 구출 
목적: 이번 연습은 지렛대사용/축대쌓기와 끌기 및 이송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지역에 
갇혀있는 생존자를 구출해내는 연습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침안내: 

1. 7명을 한 조로 하는 팀을 구성합니다.
2. 팀은 “붕괴현장”으로 가도록 지시를 받게됩니다. 팀의 행동계획을 고려합니다.
3. “붕괴현장”에 진입하여 방에 대한 수색을 진행합니다. 생존자의 위치를 찾아내고
잔해물로부터 이들을 구출해내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4. 필요할 경우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지렛대사용 및 축대쌓기 절차를 사용합니다.
5. 적절한 들어올리기 및 끌기 방법을 사용하여 생존자를 방(그리고 가능하면 해당
건물)으로부터 구출해냅니다.

6. 두 번째 “붕괴현장”이 있을 경우, 또 다른 구조작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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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과 요점정리 

이번 과의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조를 시도하기 위한 결정은 다음에 기초하세요:
― 관련된 위험, 
―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을 실행하는 전반적 목표의 성취. 

• 실내 및 실외 수색 및 구조의 목적:
― 구조요원의 안전을 항상 유지, 
― 최단시간내에 최대 숫자의 사람을 구조, 
― 걸을 수 있는 부상자와 보행가능한 생존자들부터 먼저 구조, 
― 경미하게 갇혀있는 생존자를 다음으로 구조. 

• CERT는 간단한 수색 및 구조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구조물이 심하게
피해를 입거나 명백하게 위험한(예: 수면 상승이나 휩슬리는 급류 등) 상황에서
봉사요원의 임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 수색 및 구조 평가는 CERT의 다른 평가 작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정을
따릅니다. 평가는 수색 및 구조 노력의 전체과정에 걸쳐 실행되며 향후
진행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억할 사항: CERT 임무는 평가 도중
안전과 조직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결과 팀의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 수색 및 구조 시작의 결정이 내려지면, CERT 수색요원은 반드시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최우선 순위는 봉사요원의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 
― 적절한 수색 기술을 사용, 
― 생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생명이 위급한 부상을 확인. 

• 생존자의 위치확인이란 매몰된 구역을 찾아내기 위해 건물내부의 평가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색이 체계적이고 철저하며, 
― 불필요한 이중 노력을 피하며, 
― 결과를 기록합니다. 

• 구조는 다음의 주요 기능을 포함합니다:
― 안전한 구조환경과 생존자 구출을 위해 물체와 잔해물을 이동, 
― 생명이 위급한 상태(기도 폐색, 심각한 출혈, 그리고 저체온 등) 확인을 통해 
생존자를 평가하고 안정시킵니다,  

―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생존자를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해냅니다. 
• 구조요원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명심합니다.
• 구조작전은 구조요원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달려 있으며, 이는 CERT 봉사요원이
본인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CERT봉사요원은 상황발생시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것도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 구조요원은 지렛대 및 축대를 사용해 무거운 잔해물을 들어내어 갇혀있는
생존자에게 길을 터줄 수 있습니다.

• 구조요원은 다음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존자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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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의 상태, 
― 투입가능한 구조요원의 수, 
― 구조요원의 체력 및 능력, 
― 주어진 환경의 안정성. 

• 머리나 척추 부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구출하기 전에 백보드와 같은 장비에
안정시켜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종류의 구출작전은 훈련된 EMS 요원에게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숙제

다음 과정에서 다룰 과에 대해 읽어보고 내용에 익숙해 집시다. 



CERT 제 8과:  
테러와 CERT 
참가자 교본



CERT 제 8과: 테러와 CERT 
이번 과에서는 다음 사항을 배우게 됩니다: 

� 테러: 특정 테러 단체의 목표와 전술, 인근지역에서 총기난사범이 있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테러에 대한 규정. 

� 테러의 8가지 징후: 테러의 8가지 징후 및 수상한 행동 신고 요령. 

� 이웃에 대한 대비: 가정, 직장 그리고 이웃에서 대비하기 위한 조치. 

� 위험물질 및CBRNE: 위험물질이나CBRNE 사고시 기본 안내지침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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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제  8과 개요 

본과의 목적
이번 과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테러에 대한 규정,
2. 테러의 8가지 징후를 열거하고 수상한 행동을 신고하는 요령을 설명,
3. 테러 사건시 CERT 봉사요원의 역할 설명,
4. 가정, 직장 그리고 지역공동체에서 테러 사건에 대비하는 활동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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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테러리스트의 목적과 전술 

미국법무부의 테러에 대한 규정: 

“정치적 혹은 사회적 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인 또는 이들의 
어떠한 부분을 위협하거나 강압할 목적으로 사람들이나 재산에 대해 
불법적인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 

테러는 외국인이나 내국인 또는 단체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고 비록 결과는
유사하나 이러한 단체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목표나 전술을 선택,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목표
테러리스트들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대의를 위한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합니다. 테러공격은 공공의 안전에 대한 감각과 정부에 대한 신임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테러공격자들은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약하며, 
그리고/또는 그렇지 않다면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은 이들이 상징적 희생이나 순교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방법으로
죽기를 자처하는 이념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종종 자행됩니다. 테러공격자들은 비슷한 
심증을 가진 지지자들에게 이들의 신뢰성 및 적법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공포심을 
증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종종 전세계 청중들을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이들의
행위를 방송하려는 의도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새로운 전술
테러리스트들은 9.11사태와 같은 대규모 자원집약 계략에서 벗어나 2016년 프랑스 파리 
테러사태와 같이 보다 분산되고 덜 정교한 공격방법으로 최근 전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테러공격자들은 총기류 그리고 사제 급조폭발물(IED) 등과 같이 보다 작고, 보다 많이 
분산된 네트워크,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부속품들은 대형 고출력 폭발물, 생물학, 방사능 또는 핵 장비 보다 쉽게 구하고, 
관리하고, 숨길 수가 있습니다. 비록 CBRNE유형의 사건에 대한 어느정도의 위험은 항상 
있고 미국정부가 이러한 위협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무기를 
구하고 배치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총기난사범 

총기난사범이란 제한된 구역이나 인구밀집 지역에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한
시도에 활발하게 개입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총기난사범은 소형화기를 
사용하고 목표 선정에 있어 특별한 패턴이나 방식이 없습니다. 총기난사범 사고는 
예상이 불가능하고 급격하게 전개됩니다. 통상적으로 사격을 중지시키고 생존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법집행요원의 즉각적인 투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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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약간의 무차별난사 훈련을 받은 총기를 소지한 개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비록 동기는 총기난사범 개인별로 다르지만, 결과는 유사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급격하게 사상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급조폭발물 (IED) 

급조폭발물에 의한 공격은 파괴, 무능화, 교란, 또는 혼선을 가져오기 위해 “사제” 폭탄 
그리고/또는 파괴적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급조된 것이므로, 
IED는 작은 파이프 폭탄에서 대규모 피해와 인명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정교한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테러리스트들의 네트워크는 사제 폭발물에 대한 제조방법을 알려주는
여러가지 안내지침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IED는 신관, 스위치, 주폭약, 전원, 그리고 용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 집니다. IED는 (허리띠, 조끼 등으로)착용할 수 
있고, (가방, 배낭, 모든 규격/형태의 용기 등으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으며, 차량에 
수송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 설치되거나 투척될 수 있고, 포장물에 의해 배달될 수도 
있고, 혹은 길가에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IED가 가지고 있는 충격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아래 도표에서 다양한 규격 및 
형태의 IED에 의한 피해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림 8.1: IED의 충격 

IED는 추가 재료나 최대의 사상자를 내기 위해 폭파에 의해 추동되는 파편의 양을 
증가할 목적으로 설계되는 못, 유리 또는 금속조각 등과 같은 “증대물”로 둘러싸여지거나 
포장될 수 있습니다. 증대물은 위험물질과 같은 다른 물질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IED는 의도하는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관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편성된 테러리스트 공격 

복합적으로 계획된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경고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시작되고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준독립적 팀들이 다수의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실행하는, 훈련이 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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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들을 사용하고 다음 중 한 개나 그 이상을 이용하는 동시 공격입니다: 화기, 
폭발물, 화염무기.  

2016년 프랑스 파리 테러에서 보았듯이, 공격자들은 거의 동시에 다수의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이들의 행동을 조직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진행할 때에는, 
공격자간 사전에 계획된 조직화는 물론 실시간 조직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상대적으로 단시간내에 극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또 다른 테러리스트의 무기 형태로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도적인 대규모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테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방어를 돕기위해 컴퓨터 유저들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보안은 사이버 사고를 예방, 탐지, 그리고 대응함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처럼 멈추고, 쓰러져서, 구르는 것과 같이 즉각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신체적 위협과는 달리, 사이버 위협은 종종 식별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험 중에는 바이러스가 전체시스템을 지워버리거나, 침입자가 
시스템에 들어와 파일을 변경하거나, 침입자가 여러분의 컴퓨터나 기기를 사용해 
다른이들을 공격하거나, 침입자가 비밀정보를 훔쳐가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위험의 범위는 무제한적입니다. 어떤 위협은 보다 더 심각하고 정교해서 개인, 
공동체, 조직 그리고 국가범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조직적인 사이버범죄,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사이버 간첩행위 등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송, 전력 및 기타 서비스는 대규모 사이버 사고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의 범위는 사고의 목표나 규모와 같은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 데이터 침해 및 손실에 대한 취약성은 한 조직의 네트워크가 훼손될 때
증가합니다. 회사, 직원,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정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태블릿, 휴대전화,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임시스템과 같은 개인
소유의 기기는 침범에 취약합니다. 알맞은 보안장치가 없으면 개인정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CERT 제 8과: 테러와 CERT 참가자 교본

2019 년 8 월 페이지 8-5 

제 3항: 소속 지역공동체 대비 

수상한 것을 보면 신고하기: 잠재적 지표 
우리 모두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상한 것을 보면 신고하기”라는 표현은 실패한 뉴욕시 타임광장 폭탄테러 계획 후 더 
많은 힘을 입게 되었습니다. 2010년 5월 1일, 타임광장의 노점상들은 차의 등이 
깜박거리고, 시동은 걸린 채 안에는 아무도 없으며 연기가 나는 한 SUV차량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 경찰관에게 이것을 신고하기로 결정합니다. 폭탄이 제거되는 동안 
수천명의 사람들은 이 지역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테러의 8가지 징후 

단 몇 가지 징후라 할지라도 이는 테러리스트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가 처음 수행될 때 어떻게 보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따라 
본인의 지역공동체 내에서도 이를 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후들 중 
하나가 연출되는 상황을 보게될 경우 지역의 사법당국에 연락하고 목격한 수상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BI 의 수상한 행동 신고(Suspicious Activity 
Reporting: SAR) 팁 라인 (https://tips.fbi.gov/) 은 모든 수상한 행동들을 신고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종종 아래의 순서대로)들이 드러내는 징후는 아래를 포함합니다: 

• 감시: 표적 지역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연구합니다. 여기에는 녹음이나 모니터링
활동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보도출: 의도하는 표적에 특정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는 우편, 전화를 통해,
혹은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시험: 보안 붕괴나 보안 침투 시도에 대한 반응시간 측정 등을 포함하여
지역보안대책을 시험하고 분석합니다.

• 자금조달: 마약이나 도난품 판매, 인신매매, 그리고 사업체나 자선기관을 통한
자금 이동 등을 포함하여 돈을 조달, 이동 그리고 사용.

• 공급물자 조달: 무기/무기 부품, 수송수단, 그리고 통신수단 등을 포함하여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물자를 집결시킵니다. 공급물자는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사칭 또는 소속되지 않은 수상한 인물: 접근이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사람 및 해당 지역에 어울리지 않거나 소속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 예행연습 및 사전연습: 단체나 개인은 종종 경로를 계획하고, 교통흐름과 타이밍을
미리 알아내며, 실제 공격에 앞서 예행연습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전개: 테러리스트가 자산들을 전개하고 자리를 잡게되는 최종적이고도 가장
시급한 단계. 공격이 임박합니다.

https://tips.fbi.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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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CERT 봉사요원의 임무가 이러한 징후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모든 이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사항을 주시하여 이를 잠재적 테러리스트 공격의
단서로 삼아 수상한 행동을 적절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 지역공동체내의 잠재적 표적 

관공서 건물, 군사시설, 그리고 기반시설(예: 전력 송전선망 및 댐) 등 탄탄한 방어체계를 
갖춘 표적들도 여전히 특정 단체들의 가능한 표적이 되지만, 보다 공격이 쉽고 보안이 
허술한 표적들이 대상이 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학교, 공원, 대규모 
모임장소, 카페, 그리고 콘서트 공연장 등과 같은 쉬운 표적들을 자주 선택해 왔습니다. 
비록 동기는 다를지라도 미국의 총기난사범들도 상가, 영화관 그리고 대학 등과 같이 
보안이 허술한 표적들을 택했습니다. 규모가 작고 엉성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격범들은 그들의 목적을 적은 자원으로 달성시킬
수 있습니다.  

대비

테러공격은 종종 경고없이 발생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계획을 정해놓는 것과 
같이 경각심을 갖고, 수상한 행동은 신고하며, 일반적인 대비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사시 
도움이 됩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임박하다고 여겨질 경우 9-1-1에 전화하여 
제공되는 지침을 따라주세요. 

연습 8.1: 테러관련 사태에 대한 대비 
목적: 모든 종류의 재해 및 비상사태와 마찬가지로, 대비하는 것은 테러관련 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에 핵심적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종종 
어렵지만, 대비를 위해 오늘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지침안내: 

1. 작은 그룹으로 나눠 각각 책상에 앉아주세요.
2. 그룹별로 CERT 봉사요원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테러관련 비상사태에 보다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작성해 줍니다. 각 그룹의 목록을 다른 그룹과
공유하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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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총기난사 상황 

제 1항에서 소개되었듯 총기난사 상황은 예측이 불가하고 급격하게 전개됩니다. 

인접지역에 총기난사범이 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신속하게 결정합니다. 총기난사 상황 
발생시 고객이나 손님들은 종업원과 관리자의 리드를 따르기 쉽다는 점을 명심합니다. 

1. 도망가기

접근가능한 탈출경로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대피를 시도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 탈출구를 확인하고 미리 마음속으로 계획합니다,
• 다른 이들이 따라오기를 동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피합니다,
• 소지품을 두고 떠납니다,
•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탈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 가능하면 사람들이 총기난사범이 있을 수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 본인의 손이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 경찰관의 지시를 따릅니다,
• 안전하게 되면 9-1-1에 신고합니다.

2. 숨기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총기난사범에게 발견되기 어려울 것 같은 숨을 장소를 
찾습니다. 숨을 곳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총기난사범의 시야를 벗어나는 곳,
• 자신의 방향으로 총이 발사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예: 문이 닫혔거나
잠긴 사무실 등),

• 본인을 가두지 않고 이동할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 곳.

총기난사범이 본인이 숨은 곳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다음의 사항을
지키십시오: 

• 문을 잠급니다,
• 무거운 가구로 문을 막습니다,

총기난사범이 근처에 있을 경우: 

• 문을 잠급니다,
• 휴대전화나 무선 호출기를 끕니다,
• 모든 종류의 소음(예: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끕니다,
• 큰 물품(예: 캐비닛, 책상 등) 뒤에 숨습니다,
• 조용히 합니다,

대피나 숨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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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합니다,
• 가능하면 9-1-1에 전화하여 경찰에게 총기난사범의 위치를 알립니다,
• 말할 수 없는 경우, 전화를 계속 연결상태로 두어 담당자가 듣게 합니다.

3. 대항하기

도망가거나, 대피하거나 숨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목숨이 위험에 처한 경우, 
총기난사범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란시키거나 제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결단력있는 행동을 취합니다,
• 범인에 대항하여 최대한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 물건을 집어 던지고 즉석에서 무기를 만듭니다,
• 고함칩니다,
• 본인의 행동에 충실합니다.

사법집행요원이 도착할 경우 대응하는 방법
사법집행요원의 목적은 해당 총기난사범을 최대한신속하게 제압하는 것입니다. 
요원들은 생존자들에게 멈춰 도움을 주기앞서 총기난사 현장에 직접적으로 진격합니다. 

• 요원들은 팀으로 구성하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 요원들은 평상복장을 착용하거나, 일반 경찰복장을 하거나, 방탄조끼, 방탄 헬멧,
그리고 전술적 장비들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 요원들은 장총, 소총, 그리고/또는 권총으로 무장할 수도 있습니다,
• 요원들은 큰소리로 명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바닥에 눕힐
수도 있습니다.

사법집행요원이 도착할 경우 반응하는 방법: 

• 침착하도록 합니다,
• 요원들의 지시를 따릅니다,
• 손에 있는 모든 물품들(예: 가방, 재킷 등)을 내려 놓습니다,
• 즉시 손을 올리고 손가락을 모두 벌립니다,
• 항상 손이 보이도록 합니다,
• 요원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요원들을 향해 다급한 움직임을 하지
않습니다,

• 손가락으로 가르키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그리고/또는 고함을 치지 않습니다,
• 대피시 요원들에게 도움이나 방향을 묻기 위해 절대 멈춰서지 않으며, 요원들이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사법집행요원이나 9-1-1 교환원에게 제공할 정보: 

• 총기난사범(들)의 위치,
• 한 명 이상인 경우, 난사범들의 숫자,
• 난사범(들)의 인상착의 설명,
• 난사범(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숫자 및 종류,
• 현장에서의 잠재적 표적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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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현장에 도착하는 요원들은 부상자를 돕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초로 
도착한 요원들을 따라서 추가 요원들과 비상의료요원들로 구성된 구조팀들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구조팀들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이송해 줄 것입니다. 이들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상자들을 현장에서 이동하 는 것을 도우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위치나 집결지에 도착하고 나면, 사법집행요원들에 의해 상황이 통제되고 모든 
목격자들의 신분이 확인되어서 질문을 받게 될 때까지 해당 구역에서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법집행 담당자가 현장을 떠나도 된다고 지시할 때까지 떠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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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 구조팀이 도착할 때까지 

CERT 봉사요원은 테러리스트 사고에 대응하도록 준비되었거나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CERT 봉사요원은 소속 지역공동체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소집되거나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믿어지는 
상황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드문 상황에서, CERT 봉사요원들은 구조팀이 
도착할 때까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훈련된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느 다른 상황과 마찬가지로, 봉사요원은 사법집행요원과 초기 대응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본인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인 자신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해야 하지만 
가능한 경우 인명을 구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기꺼이 돕기 원하고 또 도울 수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인명 구조 개입을 
명심하고, 현 상황의 중압감이 자신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인식하며, 잠재적 
테러 상황에 있는 것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치료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우, 제 3과에서 배운 인명구조 개입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 출혈 중지: 보통 사람의 몸에는 약 5리터의 혈액이 있습니다. 심한 출혈은
회복불가능한 쇼크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몸에 있는 혈액
공급량의 반을 잃게되면 누군가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여러분을 살릴 수
없으며,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출혈은 가능한 빨리 통제되어야
합니다. 심한 출혈을 통제하는 첫 번째는 직접적인 압박 적용을 통한 방법입니다.
출혈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 3과 3-4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 체온 유지: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땅바닥의
극심한 온도(춥거나 뜨겁거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환자의 밑이나 위를 담요
또는 다른 물건으로 덮어 줍니다.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저체온증에 더 취약합니다. 체온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참가자 교본 제 3과 3-5 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 기도 개방: 부상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막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자세를
잡아 주는 것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입니다. 환자의 몸에 있어 최적의
자세는 가슴이 완전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기도가 막힐 위험을
방지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적의 자세는 환자의 목으로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혈액이나 체액이 허파(흡입하는)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특히 안면외상을 입은 환자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자세입니다. 환자의
의식유무에 따라 이들의 기도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자세를 잡아주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개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참가자 교본 제 3과 3-7
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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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해주기: CERT 봉사요원은 부상자나 감정적인 환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없으며 곁에서
차분하게 걱정을 덜어주면 됩니다. 위로해주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참가자 교본
제 3과 3-9 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해당 
사고가 테러관련이 아니라고 판명되더라도, 최대 다수를 위한 최고의 행복을 수행하고 
본인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스트레스 인지
도움을 위해 나서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본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두려움은 본인의 마음과 신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식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며, 이것으로 인해 이러한 반응들이 스트레스에 의한 
몸의 정상적인 반응의 일부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한 신체 및 심리적 변화를 
체험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다음을 인지합니다: 

• 두려움은 통상적으로 현상황의 위험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극에 달합니다,
• 두려움은 몸과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 두려움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영향
폭파는 잔해물을 날려 버리고 사람들을 바닥에서 날려버리는 고압의 폭발을 만들어
냅니다. 다음 상황에 따라 부상의 종류와 부상자의 수가 달라집니다: 폭발의 물리적 환경 
및 규모, 사람과 폭발사이의 차폐물의 양, 폭발의 결과로 생긴 화재나 구조적 피해, 
그리고 폭파가 발생한 구역이 폐쇄공간인지 개방공간인지 여부 등. 폭파로 인한 흔한 
부상에는 아래가 포함됩니다: 

• 폐, 귀, 복부 및 기타 압박에 예민한 신체기관들에 지나친 압력을 가합니다. 폭파의
극심한 압력이 초래하는 상태인 허파 폭풍손상은 폭파사고 초기 생존자에게 병 및
사망을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 폭발에 의한 물체에 의해 생기는 파편 부상 – 폭탄 재료, 파편 또는 공중을 나르는
잔해물 등이 신체에 파고들어 부상을 초래합니다.

• 충격 부상은 폭발이 사람을 다른 물체를 향해 날려 버려서 골절, 절단 그리고
머리와 목에 충격 등을 포함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피부, 입, 부비강 그리고 폐에 화상으로 인한 열상.
• 기타 부상으로는 독극성 물질에 노출, 압궤 손상, 기존 병력(예: 천식, 울혈성
심부전증 등)을 악화시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제 3과에서 배운 출혈관리, 체온유지, 기도개방을 위한 인명구조 개입을 명심합니다: 
재해의료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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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격
테러공격, 특히 폭파와 관련된 공격은 부상자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두 번째 
공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처한 환경에 대해 극도로 주의하고 가능한한 위험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폭탄물 폭파는 휘발유, 천연가스 또는 기타 인화성 물질이 인화될 경우 두 번째 폭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요소에는 독가스를 포함한 화재, 전력의 중단, 
천연가스관 및 수도관 파열 그리고 잔해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탈출하는 시민들에 
의해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포함 폭발구역의 교통통제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대응요원이 할 수 있는 조치
테러사건 현장에 전문대응요원이 도착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이들의 대응 조치가 몇가지
있습니다. 

평가 

전문대응요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취하는 첫 번째 조치는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CERT가 취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한 단계를 취하여 아래의 사항을 
결정합니다: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상황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습니까,
• 사고를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해 무슨 조치가 필요합니까,
• 어떠한 자원이 필요합니까.

구역 설정 

CERT는 전문대응요원이 위험물질사건과 동일하게 특정 테러사건들을 다룰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취할 다음 조치는 3개의 사고구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1. 위험구역 (Hot Zone)은 사고현장 및 현장 주변 오염지역을 의미합니다.
2. 오염제거 상황에서 준위험구역 (Warm Zone) 은 위험구역으로부터 바람반대
방향(또한 오염물질이 물에의해 번질 경우, 상류)에 있으며 오염제거 작업중
생존자를 격리하는데 사용됩니다. 테러공격과 같이 오염제거가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준위험구역은 사건현장을 바로 벗어난 구역이 됩니다.

3. 안전구역 (Cold Zone) 은 준위험구역을 벗어난 곳에 위치합니다. 생존자는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 전문대응요원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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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 위험물질 및 CBRNE 

CERT 봉사요원이 위험물질 및 CBRNE 사고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게 되는 상황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고들에 참조가 되는 기본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위험물질 오염제거의 기본절차
오염제거의 목적은 피부나 옷에 접촉된 해로운 화학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물질 입자나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 오염구역을 즉시 떠나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나가거나, 바람반대방향, 언덕 위 또는 상류로 오염물질을 피해
대피합니다. (최소한 1,000에서 1,500피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오염제거 조치를 취합니다. 일분일초가 중요합니다! 목표는 오염물질이 피부와
접촉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장신구를 포함 신체로부터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오염물질의 흡입이나 
섭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옷을 머리 위로 벗지말고 절단해 버립니다.  
옷을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 밀폐합니다. 

― 샤워를 위해 손을 사용하기 전 먼저 손을 씻습니다. 샤워가 불가능할 경우, 
즉석에서 수돗물이나 물병의 물 등을 사용합니다. 

― 많은 양의 시원한 물로 눈,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분 등을 포함한 몸 전체를 
씻어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모공을 열어 오염물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은 소량의 물에 반응할 수 있으므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누를 즉시 쓸 수 있으면 물과 비누를 섞어 오염을 제거합니다. 비누로 문지르면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로 흡수가 되게 하므로 비누로 문지르는
것은 피합니다. 

비누나 샴푸로 머리를 감거나, 비누가 없을 경우 물로 헹굽니다. 컨디셔너는 머리에 
방사능 물질을 흡착시킬 수 있어 이를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호스로 다른 사람을 씻어주거나 용기로 물을 부을 경우, 이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 및 
튀기는 물을 피합니다. 

오염제거를 위해 사용된 물은 대피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격리 및 밀폐되거나
대피소 구역 외곽지역으로 배수되어야 합니다. 

흡수력이 있는 천을 사용하여 톡톡 두드려가며 말려줍니다. 피부를 문지르면 안됩니다!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비상대응요원들은 대형오염제거시설을 최대한 빨리 설치할 것입니다. 방사능사태의 
경우, 방사능 모니터링과 혈액검사를 위한 검시소가 설치되어 방사능 노출정도 및 
보건을 위해 취해야 할 다음 조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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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RNE 
CBRNE은 화학(chemical), 생물학(biological), 방사능(radiological), 핵(nuclear) 그리고 
고폭탄(high-yield explosive)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대규모 사상자를 내고 중대한 
공공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의 탄저균 편지 테러는 
CBRNE공격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파괴적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본 
과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테러리스트들이 새로운 전술로 옮겨감에 따라CBRNE 공격 
위협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CBRNE사태는 범위(예: CBRNE는 대형사상자 사고가 될 수 있음)와 의도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물질 사고와 구분됩니다. CBRNE 사태는 이것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는 가정하에 대응하게 됩니다.    

CBRNE 징후 

주어진 환경에서의 변화는 잠재적 테러공격의 단서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탄과 폭발물은 분명한 즉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생물이나 화학물 공격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물이나 화학물 공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징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해당 구역이나 혹은 해당 시점에 흔하지 않은 증기 구름이나 엷은 안개가 발생.
• 장소에 맞지 않고 주인이 없는 포장물, 상자 또는 차량. 장소에 맞지 않고 주인이
없는 물품들은 잠재적 테러공격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화학 혹은 생물학
물질은 물론 폭파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테러사건에 대한 이러한 징후들을 목격하게 되면,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 이를 만지면 안됩니다,
• 해당 물품이나 구역에서 벗어납니다,
• 당국에 즉시 신고합니다.

핵공격

핵무기는 핵반응으로부터 파괴적인 위력을 발생시키는 폭발장치입니다. 모든 핵장비는 
폭발시 눈을 멀게하는 빛, 강력한 열, 초기 핵방사능, 폭발, 열파동에 의한 화재, 파괴로 
인한 이차화재, 그리고 주변 수마일내에 있는 공기, 물 그리고 지면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는 방사능물질 등을 포함한 치명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핵장비의 범위는 적국이나 테러단체에 의해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된
무기부터 개인에 의해 운반되는 소형 휴대용 핵장비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핵공격에 처해 있거나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러한 사태 발생후 본인의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는 시간, 
거리 그리고 차폐시설입니다. 방사능이나 핵 사태에서 중대한 보호행동은 가능한 빨리 
실내로 들어가서, 안에서 계속 머무르며, 추가 지침을 위해 지역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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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에 머무르기 (시간): 해당 폭발로 인한 방사능 낙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구역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무르고
있는 건물에서 떠나도 좋다는 당국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내부에서 머뭅니다.
대개의 경우, 내부에서 몇 일간 대피해 있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대피기간이
길게는 한 달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내부 깊숙히 들어가기 (거리/차폐): 해당 폭발로 인한 방사능 낙진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적절한 대피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한 빨리 실내로 들어가고
가장 내부에 있는 방이나 지하실로 갑니다. 평평한 지붕에는 낙진 입자가
모이므로 최상층은 물론 이웃의 평평한 지붕과 인접한 바닥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낙진 입자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좋습니다.

사태 발생시 외부에 있었을 경우, 섬광이나 화염을 보면 안됩니다. 이로인해 눈이 멀 수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등을 덮고, 바닥에 납작 업드리고, 머리를 
보호합니다. 폭파가 다소 거리가 있는 곳에서 발생했을 경우, 폭파의 파장이 미칠 
때까지는 30초나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신속하게 실내로 들어갑니다. 

현장 대피소
사법당국으로부터 현장 대피소에 대한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협(만약 이것이 화학 
또는 생물학 종류일 경우)의 특성에 따라, 본인 자신을 방안에 밀폐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화학 또는 생물학 공격 중 현장에서 대피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풍장치를 끄고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어 외부로부터의 공기유입을 줄입니다.
• 현장 대피소 방(미리 절단한 플라스틱 시트, 강력 접착테이프, 라디오 그리고 기타
공급물품들이 저장되어 있는 방)으로 갑니다.

• 미리 절단한 플라스틱 시트를 사용하여 문, 창문, 환풍구, 전기콘센트 구멍,
전화연결구 등을 포함하여 공기가 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열린 틈새들을
막습니다. 플라스틱 시트를 절단할 때 문이나 창문의 규격보다 몇 인치 길게
잘라서 플라스틱 시트를 벽과 마루바닥에 접착테이프로 붙힐 수 있는 여유가
있도록 합니다.

•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문과 창문에 붙여진 플라스틱 시트의 가장자리를 잘 봉해
줍니다.

• 문 밑이나 파이프가 들어오는 부분과 같이 공기가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다른
틈새를 접착테이프로 봉합니다.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틈새를 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물체로 막으면 공기를 차단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이를 접착테이프로
확실하게 봉해 줍니다.

• 공격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바람으로 운반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밀폐된 방에서 수시간 이상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비상경고체계(Emergency Alert System) 방송을 모니터링해서 안전한 방에서
언제 떠나도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 오염물질이 제거되고 난 후, 창문 및 환풍구를 열고 환기를 위해 선풍기를 켭니다.

실제 사태발생시 이러한 절차를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음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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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절단한 플라스틱 시트를 지정된 현장 대피소에 저장해 둡니다.
• 음식, 물, 그리고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를 현장 대피소에 모아서 저장해
둡니다.

• 대피할 방을 밀폐하는 연습을 합니다.
• 가정, 직장 그리고/또는 학교 등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현장
대피소 절차를 정해놓습니다.

원칙적으로 1인당 10평방 피트의 공간이 평상시 호흡 속도를 가정할 경우 최대 
5시간동안 이산화탄소 적재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만약 해당 위협이 폭력을 가하는 사람일 경우, 현장 대피소는 잠금상태의 공간으로 쓰일 
수 있고, 다음 사항을 따라 본인 스스로 안전한 공간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문을 잠급니다.
• 복도, 화장실 그리고 안전하지 않는 다른 방을 비웁니다.
• 창문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떨어지게 합니다. 가능하다면 창문을 잠그고 커버를
덮습니다.

• 필수적인 연락만 취하고 움직임, 위치 또는 해당지역 사법집행요원의 상태 등을
알리는 것은 피합니다.

• 해당 위협이 진압되고 나면, 사법집행요원은 “경보 해제”라고 알리며 작전은
평상시대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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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과 요점 정리 

이번 과의 요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에 의한 테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 혹은 사회적 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인 또는 이들의 어떠한 부분을 위협하거나 강압할
목적으로 사람들이나 재산에 대해 불법적인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 테러는
외국인이나 내국인 또는 단체에 의해 자행될 수 있습니다.

• 테러리스트가 공격할 때, 이들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량 사상자를 발생시킨다, 
― 중대한 자원, 필수적 서비스, 그리고 경제에 혼란를 초래합니다, 
― 두려움의 조장합니다. 

• 테러리스트들은 대규모, 자원집약적 계략에서 2016년 프랑스 파리 테러공격과
같은 복잡하고 조직화된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 새로운 전술은 총기난사 사건 및 급조폭발물의 폭파를 포함하며, 가끔 조직화된
공격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발전된 테러 전술에는
사이버테러도 있습니다.

• 총기난사범이란 제한된 구역이나 인구밀집 지역에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한 시도에 활발하게 개입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총기난사범은
화기(들)를 사용하며 표적을 선별하는데 특별한 패턴이나 방식은 없습니다.
총기난사범의 상황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급격하게 전개됩니다. 통상적으로
사격을 중지시키고 생존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법집행요원의 즉각적인
투입이 요구됩니다.

• 총기난사범이 인근에 있을 경우 도망가기, 숨기, 대항하기가 최선의
대응방법입니다.

• IED에 의한 공격은 파괴, 무능화, 교란, 또는 혼선을 가져오기 위해 “사제” 폭탄
그리고/또는 파괴적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급조되었기 때문에,
IED는 작은 파이프 폭탄에서부터 대량의 피해와 인명 손상을 야기하는 정교한
장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형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 CERT 봉사요원은 일반대중들과 더불어 해당 지역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수상한
행동을 식별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잠재적인 테러활동의
신호를 나타내는 8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이를 식별하고 지역 사법집행요원에게
이를 정확하게 전달할 경우, 테러공격의 잠재적 가능성을 둘러싼 수상한 행위는
차단될 수 있습니다. 테러의 8가지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시, 
― 정보도출, 
― 보안 시험, 
― 자금조달, 
― 공급물품 조달, 
― 사칭 또는 소속되지 않은 수상한 인물, 
― 예행연습 및 사전연습,   
―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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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공격은 종종 경고없이 발생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계획을 정해놓는
것과 같이 경각심을 갖고, 수상한 행동은 신고하며, 일반적인 대비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사시 도움이 됩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임박하다고 여겨질 경우 9-1-
1에 전화하고 제공되는 안내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CERT 봉사요원은 테러리스트 사고에 대응하도록 준비되었거나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CERT 봉사요원은 절대로 소속 지역공동체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소집되거나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 실제 그럴 가능성은 아주 작지만, 본인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라고 믿어지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여느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인 자신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가능한 경우엔 인명을 구하도록
합니다.

• 주어진 환경에서의 변화는 잠재적 CBRNE 공격의 단서로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당 구역이나 혹은 해당 시점에 흔하지 않은 증기 구름이나 엷은 안개가 
발생. 

― 장소에 맞지 않고 주인이 없는 포장물, 상자 또는 차량. 장소에 맞지 않고 
주인이 없는 물품들은 잠재적 테러공격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화학 혹은 생물학 물질은 물론 폭발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징후들을 목격하게 될 경우 아래의 지침을 따라주세요:
― 이것을 만지면 안됩니다, 
― 해당 지역을 벗어납니다, 
― 당국에 즉시 신고합니다. 

숙제

다음 과정에서 배우게 될 자료를 예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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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제 9과: 과정 복습, 최종시험 그리고 재해 
시뮬레이션

이번 과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전과정의 요점 복습 
� 최종시험 
� 최종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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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과정 복습 

과정 개요
특정한 요점이 기억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과를 참조합니다. 

제 1과: 재해 대비 

• 가정 및 직장에서의 대비
― 재해 공급물품 키트 제작 
― 재해계획 개발  
― 안전한 방 개발 
― 대피 vs. 현장 대피소 

• 지역의 고위험 위험요소(테러 포함)에 대한 특정 대비조치

제 2과: CERT 조직 

• 조직구조

― 명확한 관리구조 
― 다른 기관 요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 책임 

• 지휘 목적
― 피해산정을 통한 사고 범위 식별 
― 전반적인 전략 및 수송 요구사항 결정 
― 자원을 효율적이되 안전하게 배치 

제 3과와 4과: 재해의료운용 

•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
• 출혈관리 방법

― 직접 압박 
― 압박띠 
― 충격에 대한 인지 

• 체온 유지
• 기도 개방

― 자세조정  
― 하악견인법 

• 부상 치료
• 머리, 목, 척추 부상으로 추정시 특별 고려사항
• 치료구역 고려사항
• 부목고정 및 붕대감기
• 여러가지 부상에 대한 기본 치료방법
• 치료구역 설정
• 몸 전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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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과: 재해 심리학 

• 재해의 여파로 생존자와 재해종사요원들은 심리적 또는 생리적 스트레스 증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CERT 지휘요원이 팀원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취할 단계
• CERT 팀원들이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 취할 단계
• 생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

제 6과: 화재 안전 및 유틸리티 통제 

• 화재 화학
― 화재 삼각형 
― 화재 등급 

• 화재 평가시 고려사항: 화재가 관련된 상황의 평가 및 추가 화재 고려사항
• 소방 자원

― 사용가능한 일반 자원 
― 휴대용 소화기의 능력과 한계 

• 화재진압 안전
― 안전장비는 항상 이용하여야 합니다. 
― CERT 요원은 항상 동료체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 화재진압 그룹의 지휘요원은 항상 대체가능한 예비팀을 보유해야 합니다. 

• 화재 및 유틸리티 위험요소
― 전기 
― 천연가스 
― 인화성 액체 

• 위험 물질
― 식별 
― 방어 전략 

제 7과: 간단한 수색 및 구조 

• 수색 및 구조는 실제 두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 수색 및 구조의 목표

― 최단기간내에 최대의 인명을 구조 
― 경미하게 갇힌 생존자 먼저 구조 

• 평가

― 건축 유형 
― 관련된 위험요소 

• 구조물 피해
― 경미한 피해 
― 보통 피해 
― 심각한 피해 

• 수색 기술
―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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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한 지역 표시 
― 수색 결과 기록 

• 구조 기술
― 생존자 이송  
― 지렛대 및 축대쌓기 
― 들어올리기 및 끌기 

제 8과: 테러 

• 총기난사자 전술
• CBRNE 징후
• 테러사태에 대한 CERT 규약
• 테러사태 이후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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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CERT 기본 훈련 최종 시험{1]{2]  

제 1과: 재해 대비 

1. 재해 발생시 CERT 요원의 첫 번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CERT의 재해대응노력에 참여합니다.
B. 전문대응요원을 돕습니다.
C. 개인 및 가족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D. 최대 다수의 사람을 위한 최선의 행복을 수행합니다.

2. CERT 요원은 비재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자원합니다. CERT의 비재해
기능으로는 다음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A. 퍼레이드, 건강 박람회 등 기타 특별행사의 인력으로 참여하는 것
B. 잠재적 재해 위협을 찾기 위한 뉴스 청취
C. 지역 관리에게 해당 지역 비상사태대응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것을
청원

D. 정치적 팜플렛 및 다른 자료 배포

3. 재해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연, 테러, 주택화재, 전염병, 그리고
______________ 입니다..

A. 기계적
B. 생물학적
C. 화학적
D. 기술적 및 우발적

4. 다음 중 가정의 붙박이구조물과 관련된 위험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A. 가스관 파열
B. 위험물질 누출
C. 부상이나 전기 쇼크
D. 잘못된 전기배선에서 따른 화재

5. 재해 대비를 위한 단계 중 하나는 재해공급물품 키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재해공급물품 키트를 어디에 보관해야 합니까?

A. 가정과 직장
B. 집안의 모든 방
C. 차량
D. 가정, 직장, 그리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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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과: CERT 조직 

지진발생 직후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료 CERT 요원들이 출동하여 소방관 및 
사법집행요원들이 이미 도착해 있는 재해 현장에서 만납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 
여러분은 전문대응요원들과 협조해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1. 비상사태대응을 관리하기 위해 비상사태대응 기관들이 사용하는 체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A. 사고지휘체제(ICS)
B. 전략기획단(SPU)
C. 수색구조체제(SRS)
D. 구조지휘체제(RCS)

2. CERT 지휘구조에서 CERT의 지휘요원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A.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순으로
B. 연장자 순으로
C. 부서에 의해서
D. 지역경찰서장에 의해서

여러분은 CERT 팀지휘요원이며 팀의 활동사항을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CERT를 위한 지휘소를 설치합니다.   

3. 만약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이 지휘소를 떠나야 한다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 여러분이 부재중일 동안 사법집행요원이 지휘소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B. CERT 팀지휘요원 지위를 지휘소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지명합니다.
C. 팀지휘요원으로서의 책임을 아무것도 위임하지 않고 떠납니다.
D.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지휘소를 떠날 수 없습니다.

4. 최소한 몇명의 CERT 요원들이 팀에 할당되어야 합니까?
A. 6명
B. 3명
C. 2명
D. 4명

5. 여러분이 진입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재해현장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상황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경고합니다.
B. 여성이 진입을 시도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합니다.
C. 여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제지합니다.
D.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성이 진입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6. 여러분은 기록문서를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A. 현장에 처음 도착한 전문대응요원
B. 여러분의 지역 CERT 지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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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본인 개인의 기록물로 보관
D. 국가 CERT 프로그램 부서

7. 다음 중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A. 생존자 치료구역 기록지
B. CERT 임무기록일지
C. 메세지 양식
D. 장비자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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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과: 재해의료운용 – 1부 

강도 7.7을 기록한 지진 발생 직후, 여러분은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CERT 키트와 PPE를 집어 들었습니다. CERT의 모임장소로 이동하는 중, 여러분은 
길가에 누워있는 한 여성을 우연히 목격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고, “괜찮습니까?”라고 물어 봅니다.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1. 현재까지 배운 것을 기초로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CERT 모임장소로 계속 이동합니다.
B. 휴대전화로 즉시 9-1-1에 전화합니다.
C. 기도폐색, 과다출혈, 혹은 저체온 상태인지 확인해 봅니다.
D. 여성의 위치를 기록하고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 생존자에게 더 가까이 접근합니다. 한번 더,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괜찮습니까?”라고 물어 봅니다. 여러분은 접근하자 “도와주세요,”라는 아주 약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이 생존자의 허벅지 부상으로부터 많은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즉시 9-1-1에 연락을 시도하지만 여러분의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2. 여러분은 이 여성이 심한 부상을 입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을 어떻게
도와줄 것입니까?

A. 기도점검을 시작으로 생명에 위태로운 증상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B. 가장 위태로운 위협인 심한 출혈에 즉시 초점을 둡니다.
C. 이 여성은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여러분의 공급물품키트에서
담요를 가져옵니다.

D. 더 많은 구조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여성과 함께 있습니다.

3. 여러분은 이 생존자의 부상부위인 안쪽 허벅지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떤 종류의 출혈입니까?

A. 동맥
B. 정맥
C. 모세혈관
D. 치명적

4. 해당 출혈을 지혈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A. 지혈용 압박띠를 사용합니다.
B. 처음 눈에 띄는 천 조각으로 상처부위를 감쌉니다.
C. 여성을 앉게 하여 생존자의 심장을 상처부위보다 더 높게 합니다.
D. 여러분의 공급물품키트에 있는 살균된 치료용붕대를 사용하여
상처부위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출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제 말이 들리면 제 
손을 꼭 잡으세요”라고 여성에게 물어 봅니다. 여성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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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할 뿐입니다. 여성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으려 할 때, 체온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손가락이 차가운 것을 발견합니다.      

5. 여러분이 목격한 이러한 징후 및 증상을 통해 이 여성은 무엇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까?

A. 저혈당
B. 부족한 혈액흐름으로 인한 쇼크
C. 영양결핍
D. 현상황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충격

6. 여러분이 발견한 사항을 기준으로 이 여성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A. 따뜻한 것으로 감싸줍니다.
B. 수면을 취하라고 합니다.
C.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는 동안 여성에게 붕대를 고정하고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D. 여성에게 음식과 물을 줍니다.

여러분은 모임장소에 도착하고 여러분의 CERT팀 지휘요원은 여러분이 생존자들을 
돕도록 임무를 부여합니다. 한 여성이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치료구역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누가 제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애가 파랗게 질렸어요! 애가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아요!”라고 정신없이 외칩니다. 여러분은 돌아서 이 여성을 도우려 뛰어갑니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도록 여성의 아들을 아래로 내려 놓으라고 말합니다.    

7. 여러분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A. 몸 전신 평가를 진행합니다.
B. 다른 봉사요원에게 이 여성을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C. 기도, 출혈 그리고 저체온 증상을 평가합니다.
D. CPR을 수행합니다.

폐 소리를 듣는 동안, 여러분은 아이가 숨을 쌕쌕거리고 입술이 파랗게 질린 것을 
발견합니다. 아이의 기도가 막혔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아이의 나머지 
신체부위를 빠르게 훑어보던 중 아이의 안쪽 팔에 심하게 부은 빨간 자국을 발견합니다.  

8.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이유로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 한다고 의심하겠습니까?
A. 과민증 (아나필락시스)
B. 알 수 없는 혈액매개질환
C. 고혈압
D. 저체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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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과: 재해의료운용 – 2부 

4등급 허리케인이 여러분의 마을을 방금 강타했습니다. 팀지휘요원은 여러분을 
치료구역에 투입했습니다. 생존자들을 도우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동료 팀요원이 
여러분에게 더러운 장갑을 씻기 위해 깨끗한 물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은 
물자공급팀이 오는 중이지만 도착까지 몇시간 더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통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개울에 물을 가지러 뛰어 갑니다.    

1. 물을 소독해서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표백제와 물을 1대10비율로 혼합합니다.
B. 물 1갤런당 무향 염소표백제 8방울을 섞고 30분간 기다립니다.
C. 건물 한 곳에 주방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물통을 가지고 물을 끓일
곳을 찾습니다.

D. 무향 염소표백제 8테이블스푼을 섞고 30초간 기다립니다.

물을 가지고 치료구역으로 돌아오자 팀지휘요원이 생존자 한 명이 숨졌다고 설명합니다. 
팀지휘요원은 여러분에게 영안실을 마련하는 임무를 줍니다.   

2.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영안실을 세우시겠습니까?
A. 치료구역 근처
B. 치료구역 내부
C. 치료구역으로부터 떨어진 곳
D. 해당사항 없음

몇시간 후 여러분은 다시 치료구역으로 복귀하여 팀지휘요원에게 새로운 임무를
요청합니다. 지휘요원은 치료구역이 생존자들로 넘쳐나고 있어 여러분이 신속한 몸 전신 
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신속한 평가 진행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기억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약자는 무엇입니까?

A. DCAP-PMS
B. SALT
C. DCAP-BTLS
D. IDMD-SALT

여러분은 젊은 성인 남자에게 첫 번째 평가를 수행하던 중, 눈 주위에 멍이 들어 있고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생존자는 양손에 마비감각이 있어 손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4. 현장에서 확실하게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은 다음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A. 생존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B. 전문의료인을 찾지 못하면 생존자는 사망할 것입니다.
C. 생존자는 내부 출혈이 있습니다.
D. 생존자는 폐쇄머리, 목 또는 척추에 부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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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과: 재해 심리학 

여러분과 여러분의 CERT팀 동료들은 이웃 지역에 파괴적인 토네이도가 강타한 직후 
도착하게 됩니다. 생존자들은 잔해물들을 들추며 6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에게 시신을 찾는 것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CERT 요원 중 한 명이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견디기 힘든 것이 명백합니다.  

1. 아래 중 트라우마에 의한 생리적 증상의 예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A. 과잉행동
B. 부정
C. 두통
D. 식욕부진

여러분이 구조한 생존자들 중 몇명은 트라우마의 징후를 보이며, 여러분은 미리 
팀원들에게 이러한 심리적 영향이 팀원들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에 주의를 주었습니다.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것을 팀원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은 
재해를 겪고난 뒤 따르는 위기의 6단계를 설명했습니다.      

2. 어떤 단계에서 생존자들은 피해를 산정하고 다른 생존자들을 찾는 것을
시도합니까?

A. 재해전 단계
B. 충격 단계
C. 신혼 단계
D. 영웅 단계

CERT요원이 현장에서 심리적 개입을 하는 목적은 개인들을 안정화시킴으로서 
사고현장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격을 받고 가슴에 출혈이 있는 한 남성을 
목격합니다. 

3.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A.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 줍니다.
B. 남성의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 자연스럽게 힘이 되도록 합니다.
C.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D. 남성이 어떤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지 말합니다.

4. 다음 중 팀원들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추후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A. 균형잡힌 식단을 취합니다.
B.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C. 항우울제를 취합니다.
D. 다른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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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과: 화재안전 및 유틸리티 통제 

파괴적 폭풍우에 의해 경미하게 피해를 입은 구조물을 수색하는 동안, 여러분과 동료 
CERT 요원들은 화재를 발견합니다.    

1. 여러분이 화재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다음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고려사항은
어느 것입니까?

A. 나와 내 동료가 화재를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는가?
B. 나와 내 동료가 적절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가?
C.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물내에 있는가?
D. 나와 내 동료가 탈출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평가 결과, 이 화재는 휴대용 소화기를 가지고 진압할 수 있다고 판단내립니다. 
여러분과 동료는 이 화재를 진압하기에 적당한 소화기 종류라고 판단했던 휴대용
소화기를 신속하게 가져옵니다. 

2. 여러분은 화재에 접근하기 앞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소화기의 핀을 뽑고 시험을 해 봅니다.
B. 소방관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C. 동료에게 문에 가서 여러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D. 해당 집의 물공급이 차단된 것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CERT 절차(P.A.S.S.)를 따라서 여러분은 소화기를 방사합니다. 

3. 여러분이 소화기를 방사한지 5초 후에도 화재가 계속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소화기의 상표설명서를 확인합니다.
B.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창의적인 재료를 찾아봅니다.
C. 즉시 떠납니다.
D. 퇴각한 후 여러분의 동료에게 화재 진압을 시도하라고 신호를 줍니다.

4.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화재가 다른 지역으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귀하가
취할 다음 조치는 무엇입니까?

A. 새로운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합니다.
B. 여러분이 아는 사항을 소방관들 중 한 명에게 전달합니다.
C. 화재를 점검합니다.
D. 화재 진압을 위해 예비팀을 투입시킵니다.

5. 소방대장이 여러분과 동료 CERT 요원에게 밖으로 나가 안전한 거리에서
대기하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A. 건물 밖 안전한 거리에서 계속 평가를 진행합니다.
B. 현장을 떠납니다.
C. 소방관들을 따라서 해당 주택으로 진입합니다.
D. 더 많은 예비 CERT요원들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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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건물 내부의 화재 대부분을 진압하는 동안, 소규모 화재가 마당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있는 조그만 창고건물에 NFPA 704다이아몬드라고 적혀있고 번호 1, 
1, 2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6.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다이아몬드 상의 번호들이 적고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화재를 진압하고 점검합니다.

B. 해당 구역을 떠나서 현장에 있는 전문소방요원 중 한 명에게 접근이
가능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C. 파란 사분면에 있는 번호가 2보다 작을 경우에 한해 화재를 진압하고
점검합니다.

D. 적절한 종류의 소화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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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과: 간단한 수색 및 구조 작전 

인근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한 후, 여러분과 동료 CERT 요원들은 수색 및 구조 작전을 
도우러 자원합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도착해 붕괴된 주택, 휩쓸려 나무들 속으로 쳐박힌 
차량, 그리고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잔해물들을 발견합니다.    

1. 여러분이 CERT평가과정을 시작함에 따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사실 수집
B. 피해 산정 및 연락
C. 우선순위 설정
D. 가능성 고려

여러분과 다른 CERT요원 3명이 해당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폭풍우 직전에 대피하라고 
지시받은 대형 벽돌건물인 지역 도서관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의 평가결과 부서진 
창문과 갈라진 석고벽을 포함한 표면상 피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2. 여러분은 건물의 피해를 어떻게 분류하겠습니까?
A. 중대한 피해
B. 보통 피해
C. 경미한 피해
D. 약간의 피해

도서관을 계속 수색하는 동안 여러분은 진입한 첫 번째 방의 출입구 옆에 한 줄을
긋습니다. 

3. 여러분은 이러한 수색표시의 왼쪽 사분면이 되는 곳에 무슨 정보를 적습니까?
A. 위험요소 및 붕괴에 대한 정보
B. 해당 방의 생존자 수
C. 여러분의 기관이나 단체 ID
D. 해당 방의 번호

소리를 듣기 위해 자주 멈추는 동안, 여러분은 방의 구석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미약한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걸어가 보았더니 다리에 유리 조각이 박혀있어 걸을 수 
없는 한 남자아이를 찾게 됩니다. 

4. 여러분은 단지 두 명의 CERT요원과 같이 이 방을 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중 아이를 이송하기 위해 권장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A. 담요 이송
B. 업고 이송
C. 의자 이송
D. 한 사람이 안아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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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수색 및 구조를 마친 후, 여러분은 2층이 붕괴되면서 기울어진 빈 공간이 생긴 
한 주택에 진입합니다.   

5. 여러분은 어떻게 진입해야 합니까?
A. 현장을 즉시 떠나고 해당 구조물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표시합니다.
B. 1층을 신속하게 수색합니다.
C. 손도끼나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마루를 부숴 해당 빈 공간을
없앱니다.

D. 지원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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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과: 테러와 CERT 

여러분은 도심에서 업무상 점심을 하던 도중 요란한 폭발음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 밖으로 나가 이러한 소음을 나게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지역과 인근 여러 주요도시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 전력발전소에서, 전날 여러분이 
시청한 저녁 뉴스에서 최근 드러난 테러 계략에 의해 잠재적 표적이라고 간주되었던
바로 그 발전소에서 심한 연기가 솟아 오르는 것을 멀리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계략이 성공적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이 처음 취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A. CERT장비를 챙겨서 출동합니다.
B. 여러분의 가족을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C. 연방정부에 연락해 이것은 테러공격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D. 안전한 장소에서 처음부터 해당 상황을 관찰합니다.

여러분은 발전소 경비요원이 동일한 검은색 밴이 일주일이 넘도록 발전소 밖에 주차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잠재적 계략이 드러났다는 그 뉴스 보도를 기억합니다. 누군가가 
그 건물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되어, 그 경비요원은 지역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2. 경비요원이 알아챈 것은 다음 테러공격의 8가지 징후들 중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A. 감시
B. 보안 시험
C. 공급물자 조달
D. 예행연습

친구 한 명이 조금 흥분한 상태로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왜 여러분이 재해 현장에
도와주러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결국엔 여러분도 훈련받은 
CERT요원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3. 여러분은 이 친구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A.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B. “저는 CERT요원이지만, 출동하기 전에 공식적인 재해선포를 기다려야
합니다.”

C. “저는 테러대응팀의 요원이 아닙니다.”
D. “맞습니다. 저는 CERT 요원이지만, CERT 요원들은 잠재적 테러사태에
대응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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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재해 시뮬레이션 

목적: 이번 시뮬레이션은 지난 과정중 배운 많은 기술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침안내: 

1.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2. 시뮬레이션은 네가지 장소에 걸쳐 진행됩니다.
3. 실험장소1에서 각 그룹은 재해 시뮬레이션을 받게 됩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을 수행합니다:

• 피해 정도를 판단
• 팀의 우선순위 설정
• 필요한 자원 결정
• 잠재적 위험요소 식별

4. 실험장소1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그룹은CERT 팀지휘요원을 선정하고 이
지휘요원은 사용가능한 자원과 수립된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CERT조직을
구성합니다.

5. 실험장소2에서 그룹은 아래 사항을 실행하게 됩니다:
• 화재 상황 평가
• 해당 상황에 적합한 소화기 선정
• 화재 진압

각자가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6. 실험장소3에서 그룹은 사용가능한 의료물품들을 사용하여 생존자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7. 실험장소4에서 그룹은 잔해물에 갇힌 생존자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 지렛대
사용과 축대쌓기 방법을 수행하게 됩니다.

8. 그룹은 각 실험장소에서 약 15분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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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재해 시뮬레이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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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과정 마무리 

본인의 기술과 지식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을
명심합니다. 다음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제공되는 정기 보수훈련,
• 미국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와 같은 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표준 및 고급
응급처치과정,

• 미국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나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와 같은 단체에서 제공되는 심폐소생술(CPR) 과정,

• 개별학습(IS) 과정은 다음 FEMA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www.training.fema.gov/IS/.

http://www.training.fema.go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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