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상황 대처 요령

폭력 행위 

의료 긴급 상황

대피 정보

대피소 유해 유출물

폭발물 위협

화재
가까이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울리세요.

911에 전화하세요.

건물에서 대피 - 긴급 구조반의 지시가 있을 때까
지 건물로 돌아가지 마세요.

소화기 사용법:
P - 손잡이에서 안전핀을 뽑습니다(Pass).
A - 불이 난 곳을 향해 호스를 조준합니다(Aim).
S - 손잡이를 움켜쥡니다(Squeeze).
S - 빗자루로 바닥을 쓸듯이 분사합니다(Sweep). 재
점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도피 - 달아날 수 있다면 
도망가세요.

숨기 - 꼼짝할 수 
없으면 숨으세요. 물건으로 
문과 창문을 막으세요.  모든 
전자기기의 소리를 끄세요. 

싸움 - 상대방과 맞닥뜨린 
경우 맞서 싸우세요. 있는 힘을 
다하세요. 

신고 - 911에 전화하고 다른 
사람이 대피하도록 도우세요. 

돌봄 - 주위의 다친 사람을 
도와주세요.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지혈하고 가슴 부상을 덮어주세요.

건물 안에 있으세요. 

모든 문과 창문을 닫고 잠그세요.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실내로 들
어가세요. 

모든 전자기기의 소리를 끄세요.

긴급 구조반이 '경보 해제' 라고 안
내할 때까지 대피소에 머무세요. 

모든 위협 전화는 911
로 신고하세요.

전화 발신자에게 다음 사항을 
물어보세요.

• 언제 폭발물이 폭발하는가?

• 어디에 폭발물이 있는가?

• 어떤 종류의 폭발물인가?

• 어떻게 생긴 폭발물인가?

• 주의 깊게 듣고 내용을 기억한 
후 경찰에게 전달하세요.

지진

낙하 -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들어가거나 벽에 
기대세요. 

보호 -  두 손으로 목 뒤를 감싸 보호하세요. 

지탱 -  진동이 멈출 때까지 몸을 지탱할 만한 고
정된 물체를 꽉 잡으세요. 

진동이 멈추면 본인과 다른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하고 911에 전화하세요.

911에 연락해 본인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현재 몸 상태와 심각성을 설
명하세요.

당장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환자를 
움직이지 마세요.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환자 곁을 지
키세요. 

•  위험 물질을 발견하면 해당 구역에
서 대피하고 911에 전화하세요. 

• 위험 물질에 노출되었으면 입었던 
옷을 벗고 물로 헹군 후 911에 전화
하세요.

• 위험 물질이 아니거나 소량의 유
출물인 경우, 유출물을 밀봉하고 
EHS(909-537-5179)에 전화하세요.

• 개인 물품(열쇠, 책, 지갑 등)을 챙기세요.

•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가까운 계단을 이
용하세요.

• 건물 관리인의 지시에 따르세요.

•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 '반드시' 모든 사람이 건물에서 대피해
야 합니다.

• 지정된 대피 장소로 이동하세요. 긴급 
구조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건물로 
돌아가지 마세요.

긴급 상황 관리 & 캠퍼스 폴리스 부서 제공 (2018년 7월)

긴급 상황에는

캠퍼스 긴급 상황 알림은 음성메시
지, 문자메시지 및/또는 이메일로 전
송됩니다. CSUSB의 메시지를 수신하
려면 CSUSB 알림 포털에서 본인의 연

락 정보를 확인하세요.

 WWW.CSUSB.EDU/ALERT

911로 전화                    911로 문자메시지

캠퍼스 폴리스 웹사이트 
(www.csusb.edu/police)에서 아랍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및 베트남어 
버전을 확인할 수- 긴급 상황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