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기 난사
사건

빠른 참조 안내서

 “총기 난사자”란 막힌 공간 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죽이는 자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무작위로 피해자들을 
선정한다.

피해자들은 무작위로 선택된다
사건은 예측 불가능하며
신속한 행동 대처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경찰이 도착하면:

• 움직이지 말고 지시를 따른다

• 손을 든 물건을 내려 놓는다 (예: 가방, 상의)

• 손을 들고 손가락을 펼친다

• 두 손이 잘 보이도록 한다

• 경찰들 있는 쪽으로 신속히 움직이는 행동을 피한다. 예를
들어 안전을 위하여 경찰을 붙잡는 행동

• 손으로 가르키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소리 지르지 않는다

• 대피할 때 질문하지 않는다

911에 전화할 때 필요한 정보:

• 총기 난사자의 위치

• 총기 난사자들의 수

• 범인의 인상 착의

• 범인이 갖고 있는 총기의 수와 유형

• 피해자들의 수

질문이나 추가 도움 연락처:
가까운 경찰이나 FBI 지부 사무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3801 Nebraska Ave, NW
Washington, DC 20528 



총기 난사 사건
총기 난사자가 근처에 있을 때는, 상황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 개의 선택이 있다:

1 뛴다

• 탈출 경로와 계획을 생각하고

• 소지품들은 놔둔다

•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건 상관없이 대피한다

•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의 탈출을 돕는다

• 부상당한 사람을 옮기지 않는다

• 다른 사람들이 총기 난사자가 있는 곳으로

• 못 들어 가게 한다. 당신의 두 손이 보이도록 한다

•  안전한 곳에서 911로 전화한다

2 숨는다

• 범인이 볼 수 없는 곳에 숨는다

• 문을 잠그거나 못들어 오게 입구를 막는다

• 휴대폰 울림이나 진동을 끄고 조용히 있는다

3 싸운다

•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을
때 대항해서 싸운다

• 범인을 제압하려고 노력한다

• 가능한 가장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 집기를 들어 대항하거나 물건을 총기 난사자에게
집어 던진다

• 최선을 다해 싸운다...당신의 생명이 달려 있다

현장에 맨 처음 도착한 경찰들은 부상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뒤로 달려올 구조 
대원들을 기다린다. 구조 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옮길 것이다.

안전한 장소로 일단 이동했으면 상황이 진압되고 모든 
목격자들이 파악되고 질문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경찰이 지시할 것이다. 경찰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