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을 위한 재난 대응 방침:
내구성 의료 장비 필요 대상자

장애 아동의 후원자, 보호자 또는 가족일 경우 재난 또는 공중 보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구성 의료

장비(Durable Medical Equipment, DME)를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DME는 특정 부상 및 질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는 모든 의료 장비를 말합니다. 이 전단지는 미국의 재난 관리 노력을 지원하여 정

부 기관, 비정부 및 영리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찾으며 지역 사회가 재난 및 공중 보건 응급 상황에 대비, 대

응 및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또 장애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며, 재난 상황 시 지역 사회에서의 관민 협력의 시행을 지원합니다.

재난 또는 공중 보건 응급 상황은 지역

사회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
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각 지역 사회

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지역 응
급 관리 사무소 또는 민간 조직의 지원

을 받아 재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
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 아동을 위한
자원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알고 있

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성인보다 재난 상황에 취약하고, 성인과

는 다른 양의 약물과 다른 크기의 장비
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바늘, 산소마스

크 및 호흡기 튜브, 휠체어 및 보행 보조

기 등이 포함됩니다. 자원 할당 계획으

로 아동 맞춤 장비, 항생제, 해독제 및 백
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동이 주로 모
이는 방과 후 프로그램, 데이케어 및 보

육 서비스 등의 장소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장애 아동의 후원자, 보호자 또는 가족일 경우 다음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분실, 파손, 파기 또는 사용 불가한 DME, 인공 기관 및 물품을 교체하는 방법과 장소. 일반적으로 DME를 교체
하려면 의사의 진단서 또는 필수 의료 사항 요청서 등의 문서나 의사와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를 포함한 일부 벤더 및 제공업체

에서는 재난 및 공중 보건 응급 상황 시 이런 필요 사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교체하려는 DME의 크기, 제조사

및 모델이나 관련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Medicaid 및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관계자를 통한 교체 요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투석 등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해당 장비를 환자에게 연결하고 떼어내는 방법. 본인 또는 가족

이 감염되거나 부상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재난 상황 시 모두가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투석 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처방 담당 의사 및 이용하는 약국의 이름과 연락처.

•
•

•
•
•
•

가족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를 비롯해 정부, 비정부 및 민간 DME 제공자 웹사이트를 휴대폰에 저장해두십
시오.

iPhone의 경우 의료 정보(Medical ID)를 활성화하십시오. 의료 정보는 iOS 건강 앱에 내장된 기능으로, 구
조대가 휴대폰을 잠금 해제할 필요 없이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장기 기증자 등록 여부, 혈액형 및 비상 연
락처 등의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roid 휴대폰의 경우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사 앱
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파손 및 분실된 경우에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 관련 기록을 휴대폰의 클라우드 스
토리지에 업로드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십시오.
지역 사회 내의 응급 상황에 대한 정보나 알림 서비스를 구독하십시오.

재난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이동 계획을 검토하고 가족과 계획을 공유하십시오.

생명유지 장치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주 사회 보건 서비스부(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 Health Servic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CMS에는 수취 가능한 장비가 없습니다. 주 Medicaid 기관의 경우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DME 제공자 및 병원과 계약을 맺었을 수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
•
•
•
•
•
•
•
•

CMS: 재난 대응 툴킷

CMS: 내구성 의료장비 보장
CMS: 공급업체 명부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응급 상황 및 재난 시의 민권
DHS: 응급 상황 알림

DHS: 지역 응급 상황 관리 정보

연방 비상 관리 기구(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지역 사회 계획 및 역량 구축
FEMA: 장애인 및 기타 특별 요구사항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재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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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의 정보는 하버드 국가 대응 리더십 프로그램(Harvard National Preparedness Leadership Initiative, NPLI)의 일환으로
CMS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NPLI는 하버드 T.H. 챈 보건대학원(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및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소속 공공리더십 센터(Center for Public Leadership)의 합동 프로
그램입니다. 1페이지의 이미지는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소유입니다.

