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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Rockville, Maryland

학교 비상사태 대비 
프로그램 안내
(학생, 학부모, 보호자 대상)

학교 비상사태 대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에서는 십 년 이상 코드 
블루와 코드 레드가 비상시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Maryland 주와 Montgomery 카운티는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의 연방정부 안전수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요소는 비상 
시에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말로 비상사태를 
알리는 것입니다.

주와 카운티의 안전수칙에 따라 MCPS 는 
움직임・행동에 대한 제재와 대피 그리고 
보호를 뜻하는 락다운, 이바큐에이트, 
셸터(Lockdown—Evacuate—Shelter/
LES)를 새로 비상사태 대비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NIMS 안전수칙에 따른 것이며 2011-2012 
학사연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LES는 비상사태 대처 유형을 락다운, 
이바큐에이트, 셸터로 구분하여 각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정보는 MCPS Department of 
School Safety and Security 
(301-279-3066) 또는MCPS 웹사이트
(www.montgomeryschoolsmd.org/)를 
봅시다. 

Department of School Safety and Security용으로  
Department of Materials Managemen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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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Safe and Drug Free Schools, 
Readiness와 Emergency Management for 
Schools Grant의 후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락다운-이바큐에이트-셸터(LES)
새로운 비상사태 프로그램은 락다운-이바큐에이트-
셸터(LES)로 불리게 됩니다.  

s 움직임・행동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락다운'은 
학교와 교실의 임박한 위험에 대처하는 신호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및 방문자는 성인이 관리하는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도움을 위해 
행정 관리자가 911에 연락을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및 
방문자는 경찰이 와서 상황을 정리해 줄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s 대피를 뜻하는 '이바큐에이트' 는 건물에 남아있기에 
너무 위험한 상황에 발하는 비상신호입니다. 화재에 따른 '
이바큐에이트/ 대피'는 학생과 교직원 및 방문자가 가까운 
출구로 건물로부터 최소한 50 피트 떨어진 장소로 피난해야 
합니다. 화재에 따른 비상시가 아닌 경우는, 학생과 교직원 
및 방문자에게 학교 건물에서 최소한 300피트 떨어진 
장소로의 이동을 지시하게 됩니다.  

s 보호를 뜻하는 '셸터'는 건물에서 떠나면 안 되는 
위험이 있을 때 사용되는 신호입니다. 셸터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 공공안전 셸터는 학교 근처에서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신호입니다. 
모든 외부로 나아있는 문을 꼭 잠그고 수업을 평상시와 
같이 진행합니다. 경찰이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는 
연락이 올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됩니다. 

• 심각한 날씨에 따른 셸터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 
폭풍경보가 발하였을 때 사용하는 신호입니다. 
포터블 교실과 학교 근처에 있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 
방문자는 학교 주 건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날씨에 
따른 안전수칙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모입니다. 
교직원이 날씨상황을 계속 주시하게 됩니다.

• 외부 위험물질 방출에 따른 셸터는 학생, 교직원, 
방문자가 모두 학교 건물로 이동해야 합니다만 포터불 
교실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 및 방문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학교 주 건물로 
이동합니다. 안전여부는 공공 안전 기관에 교직원이 
문의를 하여 결정합니다. 외부로의 문과 창문을 
닫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환기 시스템도 가동을 
중단합니다. 공공안전 담당관이 문제가 해결여부를 
알려주게 될 때까지 상황은 계속됩니다. 

학부모 인도 수칙
MCPS 학생 학부모께 인도 계획 수칙은 학부모와 
보호자가 학교 비상시 전에 알아야 하는 학부모 
수칙입니다.

학교는 비상시 평상시와 같은 장소 또는 시간에 학생을 
부모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MCPS는 
학생을 학부모께 인도하는 학부모 인도 계획(Parent/
Child Reunification-PCR)라는 절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비상시 학생과 부모님이 안전하고도 
질서정연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황에 따라 PCR 계획은 자녀의 학교 또는 학교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 학교 외의 장소에도 적용됩니다. 

PCR이 필요할 경우, MCPS는 학부모 및 보호자께 
필요한 정보를 전화 자동 메시지인 Connect-ED, 
이메일 메시지 퀵노트, 방송, Twitter, MCPS 웹사이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님께 전달하게 됩니다. 
학부모님이 비상상황에서 자녀를 바로 데리고 갈 수 
없을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제출하는 
Authorization for Release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비상시 전에 이 양식을 작성하여 부모가 지명한 가족, 
친구, 이웃 등이 비상시 부모/보호자 대신 학생을 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명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알려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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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보호자, 지정된 성인은 안전을 위해 PCR에서 
정한 차례에 따라 학생을 픽업해야 합니다.   

학교 및 교육구와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합시다.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 

MCPS에서 학교에 PCR 과정이 준비되었다는 안내가 
나간 후 학교에 오시기 바랍니다.

학생 부모가 지정한 사람이 학생을 픽업하러 올 경우 
꼭 자신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교직원에게 
이를 보여야 합니다. 비상시에도 학생 보호 및 관리를 
중요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된 장소에만 자동차를 주차하며 스쿨 버스 
승하차장에 주차하지 맙시다. 또한 출입구를 막지 
맙시다.  

학교에의 진입은 학교 교직원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MCPS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학교는 비상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이 일어날 경우, MCPS 직원은 
여러분 자녀를 부모/보호자와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MCPS학교 비상사태 준비 프로그램
락다운 (행동 제재)  이바큐에이트 (대피)  셸터 (보호)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